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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전 기기 내진성능에 미치는 고진동수 지진동의 향 평가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 중동부 및 우리나라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에 근거한 

등재해도 스펙트럼 작성 결과 이들 부지에서의 지반운동이 저진동수 역

에서는 매우 낮은 증폭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진동수 역에서 매우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들 지반운동에 대해 원전 구조물의 경우 지진에 의

한 파괴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원전 구조물 내부에 설

치된 기기의 경우 고진동수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파괴확률이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 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시설의 내진안전

성을 평가할 경우 합리적인 내진안전성의 평가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주요 기기의 내진성능에 미치는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반운동의 향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원전 부지 중 최근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이 완료된 원전 부지

에 대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작성하고 기존의 원전 

설계 및 내진성능평가에 활용되어온 여러 가지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비교하여 고진동수 지진동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응답 스펙트럼으로부터 구조물의 동적 특성만을 이

용하여 직접 층응답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는 직접법을 이용하여 고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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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동이 층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과거 지진취약도 또는 내진여유도 평가 방법에 의해 기기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경우 기기의 파괴모드는 취성파괴로 간주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러

나 실제 필렛용접으로 정착된 대부분의 전기기기는 최소한의 연성도를 가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주파수 지진동에 의한 응답이 크게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기기의 최소 연성도를 이용하여 평가용 지반

응답 스펙트럼의 수정방법을 확립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제 지반응

답스펙트럼을 수정하는 방법을 확립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 작성결과 미국 중동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설계지진에 비해 저진동수 역에서는 낮은 스펙트럴 

가속도 값을 보여주나 고진동수 역에서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진동수 지진동에 대한 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구조물의 진동수에 따라 지반응답스펙트럼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고진동수 지진

동에 대한 향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진동수 지진동에 

의한 기기의 기능적 파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경우 정착부의 최소 변형능력으로 인해 고

진동수 지진동에 의한 향이 많이 저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에 의한 부지에서의 지진재해도 평가가 일반

화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산정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원전 시설의 내진안

전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원전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이 확률론적 지진위험도 분석의 일환으로 대부

분 수행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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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지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원전에 대해 우리나라 원전부지의 지진동 특성을 반 한 

내진안전성 평가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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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Evaluation of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on the Seismic 

Capacity of NPP Equipment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uniform hazard spectrum developed from the results of seismic 

hazard analyses conducted for the central and eastern U. S. and 

Korean nuclear power plant sites shows relatively low amplification in 

the low frequency range, and high amplification in the high frequency 

range. 

  This means that the failure prob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is reduced. But the failure probability of equipments that 

have higher fundamental frequencies can be increased.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reasonably the seismic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without considering the high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ground 

motions.

  In this study,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on the 

seismic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equipments were estima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ational seismic safety evalu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the uniform hazard spectrum for the example Korean 

nuclear power plants sites were developed and compared with various 

response spectra used in past seismic PRA and SMA. It shows that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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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safety evaluations. 

  The floor response spectra were developed using the direct 

generation method that can develop the floor response spectra from the 

input response spectrum directly with only the dynamic properties of 

structures obtained from the design calculation.

  In past SPRA and SMA, the failure mode of welded equipments was 

assumed as brittle failure of welded anchorage. Most attachment of the 

equipments to the structure has a minimum distortion capacity. This 

makes it possible to drop the effective frequency of equipment to low 

frequency before it is severely damaged. In this study, the modification 

method of input response spectrum considering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was established.

IV. Result of Project

  The uniform hazard spectrum developed for the example Korean 

nuclear power plant site shows that the response spectrum has 

relatively high frequency spectral acceleration content. So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SPRA and 

SM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on the floor response spectra were significant, and the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PRA and SMA for the equipments 

installed in a building.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are 

more important for the seismic capacity evaluation of functional failure 

modes.

  The high frequency ground motion effects on the structural failure of 

equipments that attached to the floor by welding can be reduced by 

the distortion capacity of welded anch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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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has been generally used for 

the  seismic hazard evaluation of nuclear power plant sites. The 

uniform hazard spectrum developed from the results of the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has been used for the seismic safety evalu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for 

most of the Korean NPP sites has been completed. Based on the 

results of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es, it is possible to develop 

the uniform hazard spectru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seismic safety 

evaluation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 groun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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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를 수행하여 왔다. PSA 수행

의 일환으로 외부사건(External Event)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 홍수 및 화재 등에 의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특

히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진다발국가에서는 지진이 원전의 안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원전부지 주변에서 단층이 발경되고 이들 단층에 대한 

활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관

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안전성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SPRA(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또는 SMA(Seismic 

Margin Analysis)를 수행하여 왔다. 이들 방법은 설계시의 보수적인 설계

로 인하여 설계강도, 입력 지진, 동적 해석방법 등에 포함된 안전율을 현

실적으로 평가하여 실제 원전 구조물 및 기기가 가지는 객관적인 안전성

을 확률론적 또는 결정론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원

전에 대한 SPRA 수행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일부 노후 원전에 대한 

PSR(Periodic Safety Review) 및 USI A-46 문제의 해결을 위해 SMA 수

행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는 US NRC Regulatory 

Guide 1.60[1]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응답스펙트럼을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 수준으로 스케일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표준응답스펙트럼은 강지진대에 속하는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강진기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최근 수행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 결과 미국 동부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지반응답 스펙트럼에 비해 저진동수 역에서는 매우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고진동수 역에서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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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나 SMA에서는 이러한 설계지진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

가용 기준지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이나 

등재해도 스펙트럼 등이 기준지진으로 사용되며 이때 SPRA에서는 메디

안 스펙트럼이 사용되고 SMA에서는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84% 초과확

률을 갖는 스펙트럼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의 분석 및 원전 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 기존의 설계스펙트럼에 비해 고진동수 역에서 매

우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중동부 지역에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비해 저진동수 역에서의 가속도 증폭

은 작게 나타났으나 고진동수 역에서는 매우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위해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고진동수 지진파의 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2], 이 연구를 

통하여 기기의 용접부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입력스펙트럼의 수정법을 

SMA 수행을 위해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 시 

용접부의 파괴를 취성파괴로 보고 연성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

서는 용접부의 최소연성도를 고려함으로써 고진동수 성분 지진동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고진동수 지진동에 

민감한 전기기기의 기능적 파괴모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전 기기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방법을 분석하

고, 고진동 입력 지진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고진

동수 입력지진의 향을 지진취약도 분석에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고진동수 지진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는 입력 스펙트럼으로부터 랜덤진동이론을 이용하여 직접 층응

답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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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관련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방법

제1절 개요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는 결정론적인 방법이나 확률론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 시의 보수성을 평가함으로써 실제 구조물이나 

기기가 가지고 있는 내진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결정론적인 방법으로으로

는 CDFM(Conservative Deterministic Safety Margin) 방법[5]이 SMA에

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확률론적인 방법으로는 지진취약도 해석

(Seismic Fragility Analysis) 방법[6,7]이 SPRA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두 방법을 조합한 방법[8]이 제시되기도 하 다. SPRA 수

행 시 고장수목 상에 나타난 모든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해 취약도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매우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SPRA 수행 경험으로 볼 때 몇몇 일부 부품만이 노심손상 빈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품들은 상대적으로 내진성능이 매우 

크거나 시스템 상에서 선별제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취약도 

분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SMA 수행 결과를 이용하여 지진취약도를 분석

할 수 있는 사용하기에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 다.

  본 장에서는 원전 내부에 설치된 주요 안전관련 기기의 내진성능을 평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진취약도해석 및 CDFM 

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제2절 지진취약도 분석

1. 취약도의 산정

  원전 기기의 취약도는 지반응답 변수에 대한 조건부 파괴확률로 정의한

다. SPRA에서의 지반응답 변수로는 주로 첨두지반가속도(PGA : Peak 

Ground Acceleration)이나 부지의 스펙트럴 가속도(Local Spec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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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의 가속도 변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취약도곡선은 단일 

곡선이 아닌 일련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지진취약도 곡선은 메디안값과 각

종 불확실성 및 랜덤성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대수정규분포를 이용하

여 나타낸다[6,7].

  원전 기기의 지진 취약도분석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수행한

다.

  - 실제 지진경험 자료

  - 취약도 또는 성능검증 실험 자료

  - 상세 해석 모델

  - 간략한 해석 모델

  - 설계자료 및 공학적 판단

  가장 바람직한 취약도분석은 실제 지진 경험자료나 실험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들 자료는 파괴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해 준다. 지진 경험자료나 실험 자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간략한 또는 상세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파괴를 예측한다.

  기기의 취약도분석에서는 지진경험자료나 실험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기기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고 많은 경험자료 및 실험자료의 확보

가 가능하며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년동안 실험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경험자료

가 활용되어 왔다[9]. 지진경험자료에는 원전 기기의 지진경험자료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전부지에서 강진이 발생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기가 화력발전소나 일반 산업시설에 사용

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강진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지진 경험자료를 이용하면 취약도를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개선된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자료 및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취약도분석에 가장 경제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관적인 판단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그 

결과가 일부 기술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된 경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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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된다.

  기기의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응답, 기기의 응

답 및 기기의 성능에 의한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전 기기

의 지진취약도 계산에서는 안전계수(Factor of Safety)로 불리는 일련의 

랜덤변수를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설계시의 SSE(Safe Shutdown 

Earthquake) 수준을 초과하는 메디안 지반가속도 내력(Median Seismic 

Capacity)은 기기의 성능 및 응답관련 변수 뿐 아니라 구조물의 응답관련 

변수를 포함하는 일련의 안전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6,7].

                 

Am=F⋅ASSE                        (2.1)

여기서, Am  및 ASSE는 각각 메디안 지반가속도 내력 및 SSE(Safe 

Shutdown Earthquake) 하중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나타낸다. 이 식에서 안

전계수 F는 기기의 성능 및 응답관련 변수와 구조물의 응답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F EC⋅FRS⋅FES                    (2.2)

여기서, FEC는 기기의 성능계수이며 여기에는 기기의 강도 및 비탄성에

너지 흡수계수가 포함된다. FRS는 구조물의 응답계수를 나타내며 FES는 

기기의 구조물에 대한 상대응답과 관련된 보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

다. 

  안전계수의 불확실성 및 랜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는 이들 각각의 계

수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다음 식과 같이 SRSS (Square Root of the 

Sum of the Squares)로 구한다.

βR=[∑(β r)
2
i ]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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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U=[∑(βu)
2
i ]
1/2                        (2.4)

여기서, i는 성능 및 응답관련 안전계수를 나타내며 β r  및 βu는 이들 계

수 각각의 랜덤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기기의 취약도 분석은 이와 같이 기기의 성능 및 응답과 관련된 보수성

의 평가와 구조물의 응답에 내포된 보수성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내진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기는 설계 시 내진검

증 실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내진검증 보고서가 지진취약도 분석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기기를 포함한 일부 대형기기의 경우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해석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표 2.1과 2.2에 해석 및 동적 실험에 의해 기기 성능을 산정한 경우 각

각에 대한 기기의 취약도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변수를 나열하 다. 모든 

기기의 파괴모드에 대해  구조물의 응답변수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기기의 취약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석적 및 실험적으로 내진검증을 

수행한 기기의 취약도 분석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들 방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표 2.1 해석에 의한 기기 파괴모드에 대한 취약도 평가 기본변수[7]

Equipment Capacity Equipment Response Structure Response

Strength Factor

Inelastic Energy

  Absorption

Qualification Method

Damping

Modeling

    Frequency

    Mode Shape

Mode Combination

Earthquake Component

  Combination

Ground Motion

Damping

Modeling

Mode Combination

Time History Simulation

Foundation-Structure

  Interaction

Inelastic Energy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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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험에 의한 기기 파괴모드에 대한 취약도 평가 기본변수[7]

Equipment Capacity Equipment Response Structure Response

Capacity

  GERS

  Multi-axis Broad

     -band Tests

Multi-Directional Effect

Capacity Increase

Boundary Conditions

Cabinet Amplification

Spectral Clipping

Demand Reduction

Ground Motion

Damping

Modeling

Mode Combination

Time History Simulation

Foundation-Structure

  Interaction

Inelastic Energy

  Absorption

2. 해석에 의한 기기의 응답 및 성능 평가

  표 2.1에 기기의 구조적인 파괴모드에 대한 취약도 분석에 필요한 각종 

기기응답 및 성능 변수들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가. 검증방법

  취약도 분석은 현실적인 응답해석 및 재료특성을 이용하여 기기의 파괴

모드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검증방법의 메디안 

성능계수는 1이 되며 변동성은 0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해석(즉 SSE 설계 해석) 결과를 취약도 분석에 사용

한다. 응답해석 수행을 위해 사용된 설계절차를 알면 메디안 응답을 산출

하기 위한 원래의 해석에 내재된 보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임의의 기기 

성능을 설계입력(즉 SSE PGA)에 계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경우 검증

방법의 메디안 계수는 기존 해석에 의한 응답과 평가한 메디안 응답과의 

비가 된다. 예를 들면 SSE 설계에서 등가정적 계수법이 사용되었다면 다

중모드를 고려하고 중력중심에서 부품 질량을 적용하기 위해 첨두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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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가속도에 계수 1.5를 곱하여야 한다. 또한 부품이 강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기존 등가정적해석의 보수성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설계응답과 

메디안 응답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약도 분석에서는 이와 관련

된 β u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증방법 계수는 종종 기기의 취약도 분석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

의 치우침(Bias) 및 불확실성을 반 하기 위해 사용된다. 설계스펙트럼을 

사용하거나 한번의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할 경우 한 방법으로 확률론적인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를 직접 취약도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이들 스펙트럼은 보통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이때 입력시간이력, 구조물 특성(즉, 지반의 강성 및 감쇠, 구조물의 진동

수 및 감쇠)은 확률론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방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

나 현실적인 층응답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주로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보수성 및 불확실성과 관련된 계수를 산출할 필요가 

없다.

  나. 감쇠값

  기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기기의 감쇠값 및 -1σ  감쇠값이 필요

하다. 표 2.3에 기기의 취약도 분석을 위한 감쇠값을 제시하 다. 감쇠로 

인한 응답의 변동성은 랜덤성 및 불확실성으로부터의 향이 포함되어 있

다. 

  다. 모델링

  기기의 동적 해석시의 모델링상의 불확실성은 기기의 모드진동수 및 모

드형상에서의 불확실성의 향에 의해 나타난다. 기기의 동적 해석은 강성 

및 질량 특성과 앵커 경계조건을 정확히 반 한 모델을 사용하여 가능한 

실제의 응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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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기기 취약도분석을 위한 감쇠값

Component Damping
Median(%)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β r

β u  is based on 
Lower Damping 
Values (%)

Electrical Cabinets
  Mechanical Components 5 - 3.5

Piping 5 - 3.5

Cable Trays 15 - 10

Flat Bottom Tanks
  (impulsive mode) 5 - 3

Horizontal Heat
  Exchanger 5 - 3.5

* Lower value is expressed at minus one standard deviation (-1σ) 
  below the median.

  라. 모드응답 조합방법

  각각의 모드응답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0.05 ∼ 0.15 범위의 β r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작은 값은 단순한 모드형상을 가진 하나의 고유모드가 

지배적인 간단한 부품에 적용한다. 각각의 모드응답을 알 수 있을 경우에

는 기기응답에 대한 β r  값을 산정할 수 있다.

  마. 지진성분 조합방법

  기기 취약도 분석에서 세 방향 지진성분에 의한 응답의 조합방법은으로

는 SRSS나 100-40-40 방법을 사용한다. 랜덤성에 대한 β r을 결정하기 

위해 절대합에 의한 값을 -2 ∼-3σ  값으로 하거나, 취약도 분석에서 

100-40-40 방법을 사용할 경우 0.4의 계수를 적용한 이차적인 방향응답에 

각각에 β r  값으로 0.40 ∼ 0.45 의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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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강도

  취약도 계산 시 해석에 의한 응답결과에 기초한 기기의 파괴모드에 대

해서는 기기의 파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연성파괴

    ▷ 잘 설치된 CIP(cast-in-place) 볼트의 인장파괴

    ▷ 구조용 지지부재의 휨 파괴

    ▷ 파이프 요소의 압력경계부 파괴

  ▶ 탄성 기능파괴

    ▷ 평평한 밑면을 가진 강재 탱크 벽의 좌굴

    ▷ 냉각 팬 날개의 과도한 변형

    ▷ 제어봉 가이드 튜브의 과도한 변형

  ▶ 취성파괴

    ▷ 용접된 정착단 파괴

    ▷ 앵커볼트 콘크리트의 콘 형상 파괴(Concrete Cone Failure)

    ▷ 볼트의 전단파괴

  기기의 연성파괴모드에 대해서는 강도계수 산정 시 항복까지의 성능을 

고려하며 비선형 응답으로 인한 추가적인 성능은 비탄성에너지 흡수 계수

로 고려한다. 탄성기능파괴모드나 취성파괴모드에 대해서는 강도계수 산정

시 극한강도(또는 한계변위)를 사용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항복성능이나 

극한성능 모두 정상운전하중의 향으로 인한 감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나

머지 성능이 지진력에 저항하는 성능으로 사용된다.

  사.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

  취성파괴나 기능파괴 모드에 대해서는 메디안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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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며 대수표준편차가 0인 것으로 가정한다.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향

이 크지 않은 연성파괴모드의 경우 성능은 항복강도에 비탄성에너지 흡수

계수 Fμ를 곱한 것과 같다. 정상운전하중의 향이 큰 경우에는 내진요

구성능을 Fμ  계수에 의해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는 기기의 진동수 및 감쇠비와 파괴시의 최대 비탄성 변위의 함

수가 된다. 

3. 시험에 의한 기기의 응답 및 성능 평가

  SPRA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특정 시험

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um, TRS)에 대해 기기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진검증시험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기기에 

대한 취약도 곡선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실험결과의 형태 차이에 의해 

취약도 분석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보수성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

다. 전체 전기 캐비넷을 실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활

용할 수 있으나 전기기기 (즉 relay 또는 contractor) 자체에 대해 개별적

으로 실험이 수행된 경우에는 취약도 분석 수행 시 건물 층에서 기기가 

부착된 캐비넷 내부의 위치에 이르는 운동의 증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에 대한 취약도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특정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또는 취약도 데이터나 

포괄 실험 데이터(Generic Testing Data)가 사용된다. 포괄기기내진성능 

데이터(Generic Equipment Seismic Ruggedness Data)에 대한 많은 자료

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가 또는 보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취약도 식은 다음과 같으며 

실험 데이터가 캐비넷 전체 (기기 포함)에 대한 것인가 또는 기기 자체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식에 사용된 부호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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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Sc
RRSc

⋅FD⋅FRS⋅PGA                  (2.5)

Cabinet-Based Test Data Device Based Test Data

TRSc=TRS⋅CT⋅CI TRSc=TRS⋅CT⋅CI

RRSc=RRS⋅CC⋅DR RRSc=RRS⋅CC⋅
AFC
FMS

⋅DR

여기서,

A  : 지반가속도성능

TRS  : 기기의 시험응답스펙트럼

RRS  : 요구응답스펙트럼

CC  : 협대역(Narrow-banded) RRS에 대한 절단계수(Clipping 

            Factor)

CT  : 협대역 TRS에 대한 절단계수

CI  : 성능증가계수(Capacity Increase Factor)

DR  : 요구성능감소계수(Demand Reduction Factor)

AFC  : 캐비넷 증폭계수 (Clipped)

FMS  : 다축응답 보정계수 (Multi-axis to Single-axis

             Conservatism Factor)

FD  : 기기성능 증가계수(Broad Frequency Input Spectrum 

             Device Capacity Factor)

FRS  : 구조물 응답계수(Response Factor for Building (Structure))

PGA   : 기준지진의 첨두지반가속도

  캐비넷 전체에 대해 검증을 수행한 경우와 기기별 검증을 수행한 경우

의 실험자료에 대한 평가식의 차이는 TRSC와 RRSC에서 나타난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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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넷 전체에 대하여 실험한 데이터의 경우 TRSC는 기기를 포함하는 캐비

넷 전체의 실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이다. 일반적으로 TRS는 형태가 광

역화되어 있으며 절단이 필요하지 않으며 TRS와 CI를 곱한 값이 

TRSC가 된다. 일반적으로 캐비넷에 대한 실험은 광대역 스펙트럼을 사

용하거나 광대역진동수 다축 TRS  (Broad Frequency Multi-axis TRS)

로 수정하여 기술한다. 그러나 sine-beat나 sine-dwell 실험 등과 같은 협

대역 입력(Narrow Band Input)을 이용하여 주요 관심 진동수 대역만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TRS에 대한 절단이 필요하다.

  캐비넷에 대한 실험데이타를 이용할 경우 입력 지진에 대한 캐비넷 하

부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이 되며 절단 후 TRSC와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내부 계전기 등을 포함한 캐비넷 전체 실험에 대한 TRS와는 반대로 

계전기와 같이 개별 전기기기에 대한 실험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기기실험

에 대한 TRS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RRSC는 층응답스펙트럼이 캐비

넷 내부의 기기 부착위치에 전달될 때의 증폭의 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응답스펙트럼 절단계수

  요구응답스펙트럼 RRS가 매우 크게 증폭된 폭이 좁은 진동수 특성

(Highly Amplified Narrow Frequency Content)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구응답스펙트럼에 대한 평가에 수정이 필요하다.  

Merz[10,11]의 연구와 그 외 여러 실험 결과 협대역 입력 스펙트럼은 광

대역 입력 스펙트럼(Broad Frequency Input Spectrum)에 비해 더 많이 

축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Merz [10]와 Kana[12,13]는 RRS의 진동수 폭이 좁고 첨두응답이 매우 

큰 경우 RRSC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

안하 다. 즉, 밴드폭 (Bandwidth) 수정계수 CB  및 모드간 상호작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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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CMI가 그것이다.

  Kana[12,13]는 기기의 오작동은 스펙트럼의 첨두 진폭(Peak Spectral 

Amplitude) 뿐 아니라 파의 RMS 진폭 (Root Mean Square Amplitude)에 

관계된다는 사실을 발표하 다. 그는 RMS의 평균 비(mean ratio)와 첨두

스펙트럴 값 사이의 관계를 참고문헌 [14]에서 제시한 중앙진동수비 

(Central Frequency Ratio)에 대한 밴드 폭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참고문

헌 [14] 및 [15]에 따르면 중앙진동수비에 대한 밴드 폭 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
Δf 0.8
f c
                          (2.6)

여기서 Δf 0.8은 스펙트럴 진폭이 첨두 스펙트럴 진폭의 80% 이상이 되는  

전체 진동수 범위를 나타내며, f c는 첨두값의 80%를 넘는 진동수에서의 

중앙진동수 즉, 응답스펙트럼이 첨두값을 나타내는 진동수를 나타낸다. 그

림 2.1에 중앙진동수비의 밴드 폭 B를 구하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Kana[12,15]는 손상이 순수하게 파형(Waveform)의 RMS 진폭에

만 의존하고 첨두 스펙트럴 진폭과는 무관하다고 가정하면 C'B와 B와 

관계를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C'B≈0.32+0.4B   (0.15≤B≤0.9)            (2.7)

  식 (2.7)은 손상이 순수하게 RMS 진폭에 의존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

에 C'B는 CB의 하한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보수적인 값

이 된다. 손상이 첨두 스펙트럴 진폭에 의존할 경우에는 CB는 C'B와 1 

사이에 있게되며, 1 보다는 C'B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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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응답스펙트럼의 절단 예

  대부분의 계산이나 또는 측정된 캐비넷 스펙트럼에서 B값은 0.15 ∼ 

0.6 정도로 나타나며 C'B는 0.38 ∼ 0.56이 된다. 구조물의 높은 위치에서

의 5% 감쇠비를 갖는 층응답스펙트럼에서 B  값은 0.15 ∼ 0.6의 범위에

서 나타난다. 암반지반에 대한 5% 감쇠비의 NUREG/CR-0098[16] 메디안 

응답스펙트럼에서의 B는 1.50으로 나타나 이는 대표적인 광대역 진동수

를  갖는 TRS  임을 알 수 있다.

  지지구조물의 단일모드 응답 및 공진이 발생한 지지된 이차 부품의 경

우에 대해서 Kana[17]는 모드 상호작용 수정계수 CMI로 0.7을 제시하

다. 다음의 식으로 CMI에 대한 하한치를 구할 수 있다.

CMI=0.39+1.4B ≤ 1.0                  (2.8)

  광대역 TRS와의 비교를 위한 유효광대역 RRSC를 구하기 위해서는 

좁은 밴드의 RRS가 가지는 크게 증폭된 첨두값에 대해 CC  계수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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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CC=CB⋅CMI                       (2.9)

  그러나 식 (2.9)를 사용하면 좁은 밴드 폭을 이중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CB와 CMI는 보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5]의 부록 Q에는 CB  및 CMI를 고려한 CDFM(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절단계수를 HCLPF(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 해석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 으며 그 식은 다음

과 같다.

CC=0.55 B≤0.2                

CC=0.4+0.75B 0.2≤B≤0.8            (2.10)

CC=1.0 B≥0.8                

이들 값은 84% NEP로 정의된 CDFM의 특성을 반 하기 위해 약간 보수

적으로 설정된 값이다.

 취약도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메디안 방정식 및 불확

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구한다.

  ▶ 식 (2.10)에 주어진 CDFM 식은 보수적이며 0.5β  수준 이상이다. 

(이는 CDFM의 특성과 잘 일치함.)

  ▶ C'b에 대한 하한치 식의 완전한 연계(full coupling)는 비보수적이며 

두 식을 곱한 값은 개략적으로 -2β  수준이다.

  ▶ 마지막으로 +2β  수준의 CC는 1.0 이하이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메디안 ČC,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β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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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Median   ČC=0.30+0.86B B≤0.4

  ČC=0.50+0.36B B> 0.4           (2.11)

Uncertainty    βu=0.37-0.5B B≤0.4

  βu=0.24-0.15B B>0.4           (2.12)

  이러한 절단 방법은 캐비넷 저면에 적합한 TRSC와의 비교를 위한 협

대역 층응답스펙트럼 및 캐비넷 내에 설치된 계전기나 기타 부품에 대한 

TRSC와 비교하기 위한 캐비넷 스펙트럼에 공히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내용은 TRS가 광대역 진동수 특성을 가진 경우에 대한 

것으로 TRS가 일련의 sine-beat 실험결과와 같이 협대역 진동수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RRSC와 비교하기 전에 TRSC를 구하기 위해 TRS의 첨

두값을 식 (2.11) 및 (2.12)를 이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나. 성능증가계수

  실험에 의해 검증된 기기의 취약도 분석에서는 실험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a)의 작성 및 입력지진으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보수성을 반 하기 위해 두 가지 계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험응답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진동수 범위에서 일정한 값

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이 값은 기기 실험에 의한 공진진동수에서의 응

답에 의해 결정된 하한치라고 할 수 있다. 입력지진에 의한 층응답스펙트

럼을 성능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계곡부(Valley)에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림 2.2에 실제 응답스펙트럼 취약도곡선이 최소가 되는 진

동수를 층응답스펙트럼이 첨두가 되는 진동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입력지진에 따른 요구성능이 지진계수 선정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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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보다 커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성능이 존재하는 가에 대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나 성능증가 계수 (Capacity Increase Factor) 

CI는 보수적으로 최소한 중앙값 1.1 및 그에 따른 βu  값으로 0.05를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후 더욱 현실적인 중앙값 및 불확실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다. 요구성능 감소계수

  지진취약도 분석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요구성능 즉 층응답스펙트럼에 있다. 요구성능은 일반적으로 한번의 동적 

해석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지반응답스펙트럼은 평균(또는 메디안) 

형태로 규정되며 동적 해석은 메디안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러

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게 되므로 평균 (또는 메디안) 스펙

트럼이 목표응답 스펙트럼과 부합하는 여러 개의 시간이력을 이용하는 방

법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층응답스펙트럼의 대수 평

균인 메디안 층응답스펙트럼은 단일 해석에 의한 경우에 비해 고유진동수

에서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기기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성능 및 성능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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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지반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 단일해석으로부터 얻은 건물 각 위치

에서의 절단된 층응답스펙트럼과 다중해석으로부터의 절단된 스펙트럼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두 결과의 비가 지표면 

상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단일해석에 

의한 결과가 다중해석의 경우에 비해 최소 1.09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 내 상층에 설치된 부품에 대한 요구성능 감소계수 (Demand 

Reduction Factor)는 메디안 0.92로 가정하 으며 그에 따른 βu는 0.04로 

가정하 다. 지표면 부근에 설치된 부품에 대해서는 메디안 1.0, βu는 0을 

사용한다.

  라. 캐비넷 증폭계수

  지진취약도 분석 수행 시 실험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계전기 및 기

기가 부착된 캐비넷 내부에서의 RRS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유효 첨두 RRSC는 증폭계수 AFC와 절단된 층응답

스펙트럼의 최대값 CC와 캐비넷 하단에서의 입력 RRS를 곱한 값과 같

다. 여기서 AFC는 유효 캐비넷 증폭계수(Effective Cabinet Amplification 

Factor)를 나타낸다.

  표 2.4에 제시된 유효 캐비넷 증폭계수 AFC는 대표적인 예로 다른 기

기에 대해 외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한다.

  계전기 등이 부착된 MCC(Motor Control Center) 내부의 패널(Panel)이

나 버켓(Bucket)은 그 크기가 비교적 작고 MCC 캐비넷에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어 패널에 의한 증폭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반면에 스위치기어

(Switchgear)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싱이 되어 있지 않은 철판 면이 존

재하여 그 증폭이 크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MCB(Main Control Board)

와 관련된 전형적인 전기 벤치보드(Electrical Benchboard) 및 패널은 강

성이 큰 캐비넷 내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 보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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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지 않아 캐비넷의 진동수나 패널의 국부 진동수가 13Hz 이하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벤치보드나 패널에 대해서는 표 2.4에서 제시한 캐

비넷 증폭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부적인 패널 진동수가 13Hz 

이하인 강성이 크고 깊은 캐비넷에 대해서는 스위치기어에 대한 캐비넷 

증폭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4 캐비넷 증폭계수 (5% 감쇠, 취약부)

Cabinet Type
AFC

Median β r β u
CDFM
(ref.16)

Motor Control Center 2.8 0.10 0.23 3.6

Switchgear (flexible panels) 4.4 0.13 0.37 7.2

Control Rool Electrical
Benchboards and Panels
(with frequency ≥  13Hz)

3.3 0.11 0.27 4.5*

* Note that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to use a CDFM factor of 4.5 the lowest 

frequency should be greater than 13Hz. Reference 17 indicates 10Hz which is 

low and should be revised to 13Hz.

  마. 다축응답 보정계수

  TRS가 포괄 TRS의 경우와 같이 다축 가진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RRSC는 캐비넷 내부 패널 상에 설치된 계전기나 Contactor와 같이 일축 

가진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 불필요한 보수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축 가

진에 의한 응답을 일축으로 수정하기 위한 계수 FMS를 이용하여 TRS를 

증가시킨다.

  Merz[10]와 Kana[18]는 FMS로 1.2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

으며 약간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하 다. FMS  값으로 1.2는 CDFM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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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며 -0.5β  수준으로 가정한 것이다. -2.5β  수준의 FMS  값으로

는 1.0이 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는 다음

과 같이 된다.

βu=
( 1.201.0 )
(2.5-0.5)

=0.09                   (2.13)

여기서 1.20과 1.0은 2β  떨어져 있는 값이다. CDFM 값과 βu를 알고 있

으면 메디안 계수 F̌MS는 다음과 같이 직접 구할 수 있다.

F̌MS=1.2e
0.5( 0.09)=1.25                    (2.14)

이것은 CDFM 방법에서의 FMS에 대한 가정과 일치한다.

  바. 기기성능 증가계수

  일반적으로 실험으로부터 얻은 TRS  성능에는 보수성과 변동성이 존재

하고 있다. 메디안 증가계수 FD는 사용된 실험방법에 따라 TRS에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수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HCLPF 해석을 위

해 CDFM 증가계수를 확률론적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참고문헌 [10]

의 부록 Q에 제시되어 있다. CDFM 계수는 99% 초과수준이 될 수 있도

록 선정한다. 표 2.5에 광대역 진동수 실험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메디안 

계수 및 그에 따른 랜덤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좁은 진동수 범위의 TRS를 광대역의 경우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응

답스펙트럼의 절단은 CC  계수에 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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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광대역 입력 스펙트럼에 대한 기기성능 증가계수 

Data Source F̌D β r βu

HCLPF 

FD

HCLPF Capacities
(BNL & LLNL) [19,20] 1.75 0.11 0.23 1.00

GERS - Non Relay [10] 1.45 0.11 0.23 0.83

GERS - Relay [11] 1.07 0.09 0.18 0.69

IEEE C37-98 - Relay Fragility [18] 1.5 0.09 0.18 0.96

Qualification Test
    Function During 1.4 0.09 0.22 0.84

    Function After
    (no anomalies) 1.95 0.09 0.28 1.06

    Function After
    (anomalies) 1.1∼1.65 0.09 0.28 0.6∼0.9

  사. 구조물 응답계수

  앞서 기술한 해석에 의한 기기 파괴모드에 대한 구조물 응답계수 

(Building Response Factor)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의한 기기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것과 같다. 적절한 구조물 응답계수 및 변동성을 결정하는데는 

파괴모드가 한 방향, 두 방향 및 세 방향의 입력운동에 대해 민감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파괴모드가 스위치기어 캐비넷의 측면에 

부착된 계전기의 오작동이라면 단지 한 방향의 운동만이 파괴에 기여하게 

된다. 이 경우 수평방향에 대한 구조물의 운동만이 해석에 반 된다. 반면

에 파괴모드가 캐비넷 프레임의 구조적인 파괴라면 두 수평방향의 운동이 

파괴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는 구조물 운동의 양 수평방향에 대한 계수

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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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내진여유도 분석

1. 개요

  SMA의 목적은 취약기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SSE가 0.12∼0.25g인 비교

적 낮은 지진구역에 위치한 원전의 SPRA 결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주

요 위험요소는 SSE 보다 2∼5배 큰 지진에 의해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SSE 수준에 대해 큰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SPRA는 지진재해도 분석과 취약도 분석에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

음에 따라 원전의 지진에 대한 여유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간단하며 논쟁의 소지가 적은 방법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원전의 내진여유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몇몇 발전소에 대해 SPRA의 결

과를 이용하거나 결정론적 내진여유도 평가(Deterministic Seismic 

Margin Assessment)가 수행된 바 있다. 내진여유도 평가는 SPRA의 한 

부분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 SPRA를 수행한 원전의 경우 이들 결

과를 이용하면 매우 경제적으로 SMA를 수행할 수 있다.

  SMA 방법에서는 사고수목 및 고장수목을 이용하거나 Hot 또는 Cold 

Shutdown 상태에서 72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품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이들 일련의 부품을 성공경로(Success Path)라고 

한다. 실제 성공경로는 여러 개가 존재하나 이들 중 내진여유도를 나타내

기 쉬운 주경로 및 하나의 별도 경로를 선정하여 이들 경로에 포함된 기

기 및 부품에 대해서만 SMA를 수행한다. 성공경로의 선정은 운전원, 계

통기술자 및 내진성능 평가기술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2. 내진여유도 평가방법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SMA 계산 시 분석기준지진동(SMER)을 선

정하고 이 지진에 대한 선형탄성 내진요구성능인 DS를 계산한다. 그 다

음 CDFM 성능 C를 산정한다. 탄성응답에 대한 전형적인 성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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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Demand)비는 다음과 같다[5].

  (C/D) E=
C-ΔCS
DS+DNS

                   (2.15)

여기서 DNS는 지진하중을 제외한 하중조합상의 모든 하중에 따른 요구성

능을 나타내며, ΔCS는 지진하중에 의한 성능감소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비탄성 응답 허용범위 내에서의 비탄성 성능/요건비는 다음과 같다.

(C/D) I=
C-K μΔCS
K μDS+DNS

                  (2.16)

여기서 Kμ는 연성감수계수로 1/Fμ가 된다. (C/D) I가 1 이상이면 

CDFM 내진여유지진 SME가 SMER을 초과하게 되며, (C/D) I가 1 이하

면 CDFM 내진여유지진 SME가 SMER 보다 작게 된다. SMER을 평가상

의 가장 큰 수준으로 선정할 경우 CDFM SME 수준이 SMER을 초과한다

는 것을 나타내는데 위의 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C/D) I에 의해서는 

CDFM SME의 수준을 얻기 위해 SMER을 조정할 수 있는 Scale Factor

를 산정할 수 없다.

  탄성 및 허용된 범위내에서의 비탄성 응답을 SMER로부터 산정하기 위

한 Scale Factor (FS) E  및 (FS) I는 다음과 같다.

  (FS) E=
C-DNS
DS+ΔCS

                      (2.17)

  (FS) I=(FS)EFμor (FS)E/Kμ                   (2.1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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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FM  SME=(FS) I SMER                   (2.19)

  위의 식을 사용하여 CDFM SME를 산정할 경우에는 SMER은 기 수행

된 탄성해석 결과를 가지고 있는 SSE를 포함한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여

도 무방하다. SSE 해석에 포함된 보수성을 인정한다면 CDFM SME 수준

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3. 기기평가를 위한 구조물의 응답 평가

  기기의 내진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지진에 대한 구조물

의 응답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기가 설치된 지점에서의 요구성능

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기기의 요구성능에 대한 예비평가는 SSE 해석에 

의한 요구성능을 스케일링하여 평가한다. 암반 상에 위치한 구조물의 경우

에는 최종적인 SME 요구성능 계산 시에도 스케일링에 의한 방법을 사용

한다. 여기에서는 스케일링하는 방법과 재해석에 대해 기술한다.

  구조응답 해석은 새로운 층응답스펙트럼이나 구조적인 지진하중을 구하

기 위해 수행한다. SMA에 있어 단지 기기의 재평가를 위한 새로운 층응

답스펙트럼 작성만을 위해서라면 새로이 지진하중을 산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내진설계법이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므로 

SMA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새로운 해석이 불필요하다. 재평가의 관점에서 

수용가능한 재해석의 정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기존의 결과를 스케

일링하는 방법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SSI 해석방법이나 비선형 해석방법을 

반 한 복잡한 해석까지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략한 방

법을 이용하면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얻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

다.

  가. 스케일링에 의한 방법

  일반적으로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하는 것이 구조물의 응답을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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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하는 것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종종 SSE(Safe Shutdown Earth 

-quake)에 대해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 보다 높은 감쇠비를 갖는 기기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이 필요하다. 기기의 고감쇠 특성이 층응답의 

증폭비에 미치는 향은 비교적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서로 다른 복합 모드 감쇠비의 산정이나 다른 형상의 응답스펙트럼을 사

용하는 것은 층응답스펙트럼의 형상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최종적으

로 광대역화 하지 않은 (Unbroadened) 층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유용하지 

않으므로 정점의 광역화(Peak Broadened) 보다는 정점의 이동(Peak 

Shifting)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SMA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

운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것이 SSE 이상의 지진에 대한 내진여유도

를 평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 기존의 스펙

트럼을 스케일링하는 것보다 새로운 해석에 의해 새로운 층응답스펙트럼

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하는 한 방법으로 스펙트럼의 형상을 동일하

게 유지하고 층가속도의 첨두값(Peak Floor Acceleration)를 SME에 대한 

구조물의 중앙값 가속도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본래의 구조모

델이 적절하다고 가정할 때 SSE와 SME 지반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이 유사

한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하다. 층응답스펙트럼의 스케일링에서 구조물의 

감쇠값 변화를 모드별로 취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층응답스펙

트럼을 스케일링 하고자 할 경우 첨두 층가속도의 비는 지배적인 응답진

동수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비로부터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활화 및 광역화(Unsmoothed and Unbroadened) 하지 않은 층응답스

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스케일링하고 해석적 방법에 의해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층응답스펙트럼의 스케일링 시 스케일계수(Scale Factor)는 SME에 대

한 최대지반가속도와 SSE에서의 값의 비로서 결정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SSE에 대한 최대 층가속도는 SSE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의 ZPA와는 다

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보다는 적다. 이는 층응답스펙트럼이 일반적으로 

SSE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인공지진을 이용한 시간이력해석으로부터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성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27 -

SSE 설계 층응답스펙트럼에 SME 스펙트럴가속도와 SSE 스펙트럴 가속

도의 비를 곱하는 것 보다 관심 위치에서의 SME에 대한 구조물의 SRSS 

가속도에 SMA를 위한 스케일링 된 층응답스펙트럼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물의 응답가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설계 SSE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스

케일링한다.

  ZPASME=ZPASSE
Sa j,SME
Sa j,SSE

                 (2.20)

여기서 ZPA는 주기가속도를 나타내며, Saj,SME는 SME 모드감쇠비와 

지배 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를 나타내며, Saj,SSE는 SSE 모드감

쇠비 및 jth 모드에 대한 SSE의 스펙트럴 가속도를 나타낸다.

  나. 재해석에 의한 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

링하는 것이 SMA 수행에 있어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SME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새로운 해석

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합모드 감쇠비에 큰 변화가 있는 토질지반

  - 기하학적 감쇠가 크게 증가하는 토질지반

  - SME 지반응답스펙트럼과 SSE 지반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이 크게 다

른 암반 및 토질 지반

  SME에 대해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 할 경우 입력진동의 공간적 

Incoherence에 의한 응답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에 심각한 

비선형 거동이 발생할 경우 고진동수 역에서 층응답스펙트럼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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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을 위해서는 재해석이 

바람직하다.

    (1) 구조물응답의 재평가

  기존의 모델이나 SME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용한 SME에 대한 구조

물의 재해석에는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이나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력해석에서는 모드중첩법이나 직접적분법 모두 사용 가능하

다. 그러나 비선형 구조해석에서는 직접적분법을 이용한다. SRSS에 의한 

모드 조합이나 각종 방법에 의한 근접모드에 대한 조합이 설계 시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SMA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SSE 지반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도록 작성된 인공지진 시간이력은 설계 

해석 시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인공지진기록

의 응답스펙트럼은 평활하지 않고 많은 굴곡을 가지게 된다. SME 지반응

답 스펙트럼은 (중앙값 + 표준편차)로 작성되므로 SMA에서는 과도한 추

가적인 보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선형성이 큰 구조물의 해석에서는 인공지진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보다는 10% 감쇠(구조물이 항복점 이상이라는 가정)의 

평균 스펙트럴 가속도가 구조물의 지배진동수 역에서 10% 감쇠 SME의 

스펙트럴 가속도와 같게 스케일링한 적절한 수의 실제 지진기록으로부터 

구한 응답의 중앙값으로부터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

제 지진기록은 부지조건에 적합하고 SME 수준에서 합당한 가속도를 갖

는 규모의 지진으로 선정한다. 실제 지진기록의 절삭은 지진기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SMA에서는 지진기록의 에너지와 

시간의 관계곡선에서 5% ∼ 95% 구간을 택하여 사용한다. 즉,

  E( t)=⌠⌡

τ= t

τ=0
a 2(τ)dτ                    (2.21)

여기서, t는 시간이고, τ는 적분을 위한 가상변수이며, a(τ)는 가속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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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력을 나타낸다.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선형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간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선형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시간간격을 주요모드

의 최대 진동수의 주기(T)의 0.1배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비선형 해

석에서는 0.05T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층응답스펙트럼의 재평가

  기기의 일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SSE에 대한 층응답스펙트

럼을 SME에 대해 스케일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석을 통한 새로

운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이 필요하다. 내진여유도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시간이력해석에 의한 방법

이고, 두 번째는 랜덤진동기법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직접 작성하

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형모델을 이용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으로부터 층응답스

펙트럼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SMA에서는 구조물이 비대칭이

고 세방향 성분의 지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계산을 수행한 경우 층응답스

펙트럼에서 3차원 효과는 SRSS 방법을 이용하여 고려한다. 즉,

  Sx=(S
2
x1+S

2
x2+S

2
x3)
1/2                    (2.22)

여기서 Sx는 주어진 진동수에서의 x방향으로의 스펙트럴 응답값을 나타

내며, Sxj ( j=1,2,3)는 동일한 진동수에서 j방향 지진성분으로 인한 x  

방향의 스펙트럴 응답을 나타낸다. 지진의 세방향 성분을 동시에 작용시켜 

해석한 경우에는 3차원 향이 층응답스펙트럼에 이미 반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구조물을 집중질량의 스틱모델로 모델링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려

해야할 기기들은 각 층(Floor)의 강성 중심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물의 비틀림응답은 층 바닥의 질량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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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계산한 층응답스펙트럼에 비해 기기에 작용하는 입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구조물의 진동수 계산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층응답스펙트럼

의 첨두를 광대역화하는 것보다는 첨두값을 이동시킨다. 이동량은 해석 시

의 구조물 및 기초 저면의 재료 모델링에 대한 불확실성 고려 정도에 따

라 달라진다. 암반상의 구조물의 경우 첨두값은 최소 ±0.15 f j  만큼 이동

시키며, 여기서 f j는 j번째 모드의 구조물 진동수를 나타낸다. 해석을 수

행할 때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강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동수의 이동은 산정된 첨두값이 낮은 진동수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갖

게된다.

  첨두값의 이동 대신에 첨두를 광역화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는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

  구조물이 SME에서 탄성한계 내에서 거동할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의 작

성 방법으로 랜덤진동법을 이용한 지반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직접 층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지반응답 스펙트럼과 

함께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기여도계수 및 감쇠값 등이 필요하

다. 시간이력해석에 의해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 및 직접 작성된 층응답스

펙트럼에 대해서도 첨두 이동 및 방향성분 조합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비선형 거동이 큰 구조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에 의한 방법보다는 재해

석에 의한 새로운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선형 구조물의 층

응답스펙트럼 작성에는 반드시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SMA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7

∼10개의 실제 지진기록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것이다. SMA

에서 기기의 평가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은 기기의 진동수와 감쇠값

에 적합한 지진기록으로부터 산정된 중앙값 스펙트럴 응답으로부터 얻는

다. 구조물이 큰 비선형 거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

나 첨두 이동, 첨두의 광역화 및 방향성분 조합 등은 선형 구조에 대해 사

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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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응답 평가

  대부분의 경우 SME에 대한 부품의 재평가 시 공급자 또는 A/E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내진검증을 위한 해석을 스케일링하여 수행한다. 그렇지 않

은 경우 새로운 해석모델이나 기존 모델을 이용한 재해석을 수행한다.

  부품 공급자에 의해 제출된 내진검증 보고서는 그 내용의 깊이나 질에

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포함된 내용에 따라 기존 해석을 스케일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다. 종종 해석에 많은 하중이 포함되어 있

어 지진력 만에 의한 응답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에 모든 

하중에 대한 보수적인 스케일링을 하면 가능하며 추후 상세한 평가가 필

요없게 된다.

  여기에서는 부품 및 부계통(component and subsystem)의 지진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가. 하중요건

  부품 및 부계통은 비연계된 구조시스템으로 하여 층응답스펙트럼으로 

정의된 지진입력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격리된 (Isolated) 경우에는 시간이

력으로 입력을 정의한다. 설계에 있어서 층응답스펙트럼은 구조강성의 불

확실성, 지반특성의 불확실성 및 전달특성 등을 고려하여 첨두응답을 광역

화 및 평활화 하여 사용한다. SMA 수행 시에는 첨두응답을 광역화 하지 

않고 ASME code case N-397의 규정에 따라 첨두를 이동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스펙트럼은 부품이 광역스펙트럼에 대한 강도규정을 

만족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요건을 정의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들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비광역 설계스펙트럼을 SME 수준으로 스케일링

  - 광역설계스펙트럼을 SME 수준으로 스케일링

  - 새로운 비광역 SME 스펙트럼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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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광역 SME 스펙트럼의 작성

  원래 원전의 인허가 시 비광역 스펙트럼을 사용하 으며, 이들 스펙트럼

이 보수적으로 스케일링 된 것이면, SMA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을 광역화 

하거나 첨두값의 주파수이동이 필요하다.

  인허가 시 광역설계스펙트럼이 사용되었으며 SME 수준으로 스케일링

하 을 경우에는 내진성능 평가자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택일할 수 있다. 

즉, 광역스펙트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격리된 경우 비광역 스펙트럼

을 선정하고 첨두값의 주파수 이동을 통하여 부품을 평가하는 방법 중 택

일하여 사용한다.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의 지배모드가 광역화된 첨두 내에 

존재할 경우 두 번째의 경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비광역 스펙트럼을 작성하 을 경우에는 SMA에서는 ASCE 

code case N-397의 규정에 따라 첨두값의 주파수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에 의한 응답스펙트럼, GERS 또는 포괄설

계스펙트럼(Generic Design Spectra)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

로 작성된 스펙트럼을 광역화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권장사항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빠른 선별(Screening)에 도움이 된다.

  SME에 대한 요건 즉, 층응답스펙트럼 작성 후 다음 단계는 이들 스펙

트럼을 원래의 설계스펙트럼과 비교하는 것이다. 원래의 설계 스펙트럼에 

과도한 보수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SME 스펙트럼을 포괄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은 구조해석 시 매우 낮은 감쇠값을 사용하지 않은 한 암반상의 

구조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SSI 해석이 매우 보수

적으로 이루어진 토질 지반상의 구조물에서 잘 나타난다.

  다음 단계로 SME 요건 (SME Demand)과 기기검증을 위한 응답스펙트

럼과 비교하는 것이다. 종종 보수적인 실험에 의한 응답스펙트럼이 실험 

또는 보수적인 포괄 스펙트럼에 의해 검증된 기기에 적용하거나 해석에 

의해 검증된 기기에 대해서는 등가정적하중이 사용된다. 이러한 간단한 스

펙트럼의 비교를 통해 종종 많은 기기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

다.

  스펙트럼의 비교에서는 몇몇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오래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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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원전의 대부분에서 기기검증 시 매우 낮은 감쇠값을 사용하 으나 내

진여유도 평가에서는 높은 감쇠값을 사용한다. 실험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um)을 직접 비교할 경우 동일한 감쇠값을 사용한다. 그러

나 재해석 및 스케일링에 의한 경우 높은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이 작성

된다. 새로운 스펙트럼의 작성이나 스펙트럼의 스케일링시 작성자는 먼저 

수행 상 필요한 감쇠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설계에 비해 많은 수준

의 감쇠값이 필요하다.

  나. 감쇠비

  설계 시의 감쇠값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 감쇠값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 설계에 비해 매우 큰 감쇠값을 사용하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수준 이상의 지진하중에서 구조물은 설계시의 감쇠값에 비해 

매우 큰 감쇠특성을 나타낸다. 부품 및 부계통의 평가 시 사용하는 감쇠값

을 표 2.6에 요약하여 놓았다. 이 표는 참고문헌 [10,16,21-23]의 결과를 근

거로 하여 SME의 증가된 수준에 따라 수정한 값이다. 응답스펙트럼 해석

법이나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함에 있어 해석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

준의 감쇠비를 사용한다.

  표 2.6 SMA 수행 시의 적정 감쇠비

  

Structure or Component Percent Critical Damping

Piping System

Welded Steel Structural Supports

Bolted Steel Structural Supports

Welded Steel Components Including

  Electrical Cabinets

Cable Trays

HVAC Ducting and Supports

Welded Steel Tanks

  Impulsive Mode

  Convective (sloshing) Mode

Massive Low-Stress Equipment

  (e.g., pumps, mortors, etc.)

Ligthly Loaded Welded Instrumentation Racks

5.0

5.0

7.0

5.0

15.0

7.0

3.0 to 5.0

0.5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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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존해석결과의 스케일링

  부품 및 부계통의 응답 재평가 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기존의 해석결

과를 스케일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검증보고서에서 지진에 의한 응답을 

다른 하중조합에 의한 응답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증

보고서에 그 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면 비교적 정확한 수행이 가능하다. 지

진응답의 분리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더욱 보수적인 방법으

로 스케일링하게 된다. 내진평가자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경우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상황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연한 부품, 동적 해석, 지진 및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응답이 분리, 

모드별 응답이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② ①과 같은 조건, 단 노즐하중(Envelop Nozzle Loading)이 하중의 하

나로 규정된 경우

  ③ ①과 같은 조건, 단 지진 및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②와 같은 조건, 단 모든 하중에 대한 조합된 응답만이 주어진 경우

  ⑤ 유연한 부품, 보수적인 정하중에 대한 등가 정하중해석(Pseudo 

Static Seismic Analysis), 지진과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응답이 분리

되어 있는 경우

  ⑥ ⑤와 같은 조건, 단 노즐하중(Envelop Nozzle Loading)이 하중의 하

나로 규정된 경우

  ⑦ ⑤와 같은 조건, 단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⑧ ⑥과 같은 조건, 단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⑨ 지진하중에 대해 강성이 큰 부품(Seismically Rigid Component), 정

적 해석, 정적 지진하중 및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응답이 분리되어 있

는 경우

  ⑩ ⑨와 같은 조건, 단 노즐하중(Envelop Nozzle Loading)이 하중의 하

나로 규정된 경우

  ⑪ ⑨와 같은 조건, 단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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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⑩과 같은 조건, 단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⑬ 실험 및 해석의 조합, 앞에서의 첫 번째 시나리오로부터 나온 실험한 

부품의 RRS (Required Response Spectrum)

  ⑭ 부품 및 파이프의 연계모델, 동적 해석, 지진하중 및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응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⑮ ⑭와 같은 조건, 단 응답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의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나머지 경우는 ①의 경우를 참고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판

단하면 쉽게 수행할 수 있다.

    (1) ①의 경우

  다자유도계로 가정한 부품의 해석에는 SSE 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응답

을 산정하기 위해 응답스펙트럼 해석법을 사용하며, 이는 각 주요 모드에 

대한 진동수 및 기여도계수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동적해석 결과를 제공해 

준다. 각각의 요소 및 절점에서의 모드별 응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

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모델의 각 요소 및 절점에서의 모드별 

응답이 있는 경우가 매우 바람직하다. 이 경우 특정 위치에서의 각 모드별 

응답은 다음의 Fj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Fj=
Saj,SME
Saj,SSE

                       (2.23)

여기서, 

  Saj,SME  : 진동수 j, SME 감쇠비에서의 SME 층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

럴 가속도

  Saj,SSE  : 진동수 j, SSE 감쇠비에서의 SSE 층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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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한 각 모드별 응답은 SRSS에 의해 조합한다. 근접모드가 존재

할 경우 이는 NUREG-1061[23]에서 지시한 방법에 따라 조합한다.

  응답스펙트럼이 주기가속도(ZPA)가 되는 고진동수 역에서의 모드

응답은 대수합으로 구한 뒤 증폭구간 응답과 SRSS를 이용하여 조합하며 

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또한 계산된 응답에 90% 이상의 

모드 질량(Modal Mass)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SRP 

(NUREG-0800)[24]의 요건으로 초기 해석에서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있었

다. 비기여 질량은 상기의 방법에 따라 강체모드 응답으로 합쳐야한다.

  응답이 하나의 모드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계수 F는 부품의 기본 

진동수에서의 SME 스펙트럼과 SSE 스펙트럼을 직접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진동수는 알 수 있으나 모드기여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F는 응

답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는 진동수 폭(Frequency Band)내에서의 SME 

스펙트럼과 SSE 스펙트럼비의 최대비로 평가할 수 있다.

    (2) ②의 경우

  ②의 경우는 SSE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부품에 대하여 비연계 동적

해석을 수행한 대표적인 경우로 노즐하중를 등가정하중으로 규정한 경우

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트의 노즐하중(모멘트 및 전단)을 규

정한 경우도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자중, 열팽창, 지지반력 등에 대하여 

하중을 분류해 놓은 경우도 있다. 규정된 노즐하중은 대부분 실제 계산된 

하중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

다.

  이 경우 쉽고 가장 보수적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전체 노즐하중을 

연결된 파이프시스템의 질량기여도를 대부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동수대 (Frequency Band)에서 SME 및 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

에 의해 스케일링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단지 지진 부분만

을 스케일링 한다.

  대안으로 최종적인 파이프 해석결과를 식 (2.23)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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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파이프 응답 범위를 포괄하는 진동수대에서의 SME/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지진에 의해 발생된 노즐하중(Seismic Induced Nozzle Loading)의 결과

는 지진에 의한 관성하중 (Seismic Inertial Loading)에 SRSS에 의해 합

산된다. 단, 예외사항으로 강체모드는 대수합으로 합산되어야 하며 유연모

드(Flexible Mode)에 대한 모드응답과 SRSS에 의해 조합한다. 조합된 지

진에 의한 결과는 (Combined Seismic Results) 강도요건과의 비교를 위하

여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결과와 절대합(Absolute Sum)으로 더한다.

    (3) ③의 경우

  ③의 경우는 내진검증 보고서 검증 시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경우이다. 요

구되는 결과를 도출하 으나 검증보고서에 도표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된다. 이 경우 스케일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누락된 중간결

과를 확보하기 위해 기기의 공급자나 최초 해석을 수행한 사람과 접촉 2) 

전체 결과를 보수적으로 스케일링. 첫 번째의 경우에는 ①의 경우와 동일

한 방법으로 스켕일링을 수행하면 된다. 두 번째의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에는 전체적인 응답을 지배진동수에서의 SME/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

대비를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스케일링한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용이한 

방법으로 기기 공급자와의 접촉 전에 이 방법으로 먼저 시도한다. 많은 경

우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③의 경우에 대한 스케일링 시 중요 고려사항은 종종 설계하중에 대해 

작은 여유(Margin)를 가지고 있으며, 하중이 정상운전하중에 의해 지배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많은 부품들의 압력경계(Pressure 

Boundary)에서의 응력은 대부분 항상 압력하중에 의해 지배되며 지진하중

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을 받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수행하기 

전에 응력이나 하중이 내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지진하중에 의해 심각한 향을 받는 응력이나 하중만이 스케일링 

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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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의 경우

  ④의 경우에는 부품의 응답이 연결된 파이프의 진동수와 매우 다른 진

동수대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SME 응답을 가장 쉽고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연결된 파이프나 부품의 지배진동수 범위에서의 

SME/SSE 응답스펙트럼의 최대비를 이용하여 SSE와 정상운전하중의 합

에 대하여 전체응답을 스케일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성하중으로

부터 발생된 파이프 반력으로부터 응답을 분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각각에 대하여 진동수대역에서 보수적으로 스케일링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프 하중의 상세한 분류 및 부품모델에 대한 상세한 조사

를 통하여 지진에 의한 부분만을 스케일링한다. 이때 스케일링은 식 

(2.23)을 이용하여 모드별로 수행한다.

    (5) ⑤의 경우

  종종 기기 공급자는 기기검증을 위해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의사정

하중 (Pseudo Static Load)에 의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

적해석 방법에 의한 유연한 기기 (Flexible Equipment)의 검증에 대한 현

재의 NRC 요건은 정하중으로 최대 스펙트럴 가속도 (Peak Spectral 

Acceleration)의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것

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정착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결정할 때 최대 스펙트럴 가속도를 사용한다. HCLPF 값을 산정하

는 목적은 보수적인 SME의 정의를 사용하고, 하중에 대한 중앙값 또는 

보수적인 응답을 산정하고, 이 응답을 보수적인 강도 규정과 비교한다는 

것을 상기하자. 따라서 등가정하중으로 최대 스펙트럴 가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응답해석 결과를 스케일링하

는 첫 번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층이나 벽에 설치된 

기기, 밸브나 기기 관통부(Instrument Penetration)와 같은 in-line 부품에 

사용할 수 있다.

  허용 규정과의 비교를 위한 SME 응답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39 -

  RT=
SaSME
GSSE

(RSSE)+RN                (2.24)

여기서

  RT  : SME와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총응답

  GSSE  : SSE 검증에 사용된 의사정하중(g)

  SaSME  : SME 감쇠비에서 SME 응답스펙트럼의 첨두 스펙트럴 가속도

  RN  : 정상운전하중에 대해 계산된 하중 또는 응답

  RSSE  : GSSE  하중에 대해 계산된 하중 또는 응답

  하나의 모드가 지배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간단한 기기의 경우에는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고 기본 진동수에 대한 광역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를 SaSME로 사용할 수 있다.

    (6) ⑥의 경우

  SME 및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전체 응답에서 관성응답이 차지하는 부

분은 ⑤에서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노즐하중에서 

지진에 의한 부분은 최대비가 발생하는 진동수에서의 SSE 스펙트럴 가속

도로 SME 스펙트럴 가속도를 스케일링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진동수가 

반드시 부착된 파이프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주 낮은 진동수나 

아주 높은 진동수 범위는 파이프의 응답에 일반적으로 큰 향을 주지는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내진평가자의 판단이나 파이프 

해석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좀 더 정확한 파이프 반력은 식 (2.23)을 이용하여 계산된 응답을 모드

별로 스케일링하여 구할 수 있다. 노즐하중 및 관성하중의 결과는 SRSS

에 의해 조합하며 조합된 지진응답은 강도허용규정과의 비교를 위해 정상



- 40 -

하중응답과 절대합에 의해 합한다.

    (7) ⑦의 경우

  ⑦의 경우는 ⑤와 비슷한 경우이다. SSE와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전체 

응답은 SME 첨두 스펙트럴 가속도와 SSE에서 사용된 의사정하중 GSSE

와의 비를 이용하여 스케일링 한다.

  단일모드 응답이 지배적인 간단한 계통의 경우에는 기본진동수를 계산

하고 그에따른 SME 스펙트럴 가속도를 첨두 스펙트럴 가속도 대신 사용

한다.

    (8) ⑧의 경우

  ⑧의 경우에는 ④와 같은 방법으로 스케일링한다. 가장 쉽고 가장 보수

적인 방법은 SSE 및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전체응답을 최대응답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진동수 범위에서의 SME와 SSE 스펙트럼의 최대비

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내진평가자는 파이핑 및 

관성하중에 대한 중간결과를 기기 공급자로부터 확보하여 이 결과를 ⑥의 

경우에서의 방법에 따라 스케일링 할 수 있다. 추후 더 정확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내진평가자는 계산된 파이프 반력을 확보하여 ②의 경우와 

같이 SSE 부분을 스케일링한다.

    (9) ⑨의 경우

  ⑨의 경우는 ⑤의 경우와 유사하나 SSE 내진응답을 SME ZPA와 SSE 

ZPA의 비로 스케일링한다는 점만 다르다. 스케일링 한 SME 응답은 정상

하중응답에 절대합으로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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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⑩의 경우

  관성하중 부분은 ⑨의 경우에서와 같이 ZPA의 비로써 스케일링할 수 

있다. 파이프 반력하중은 ②에서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스케일링 할 

수 있다. 노즐하중 및 관성하중에 대한 지진응답은 SRSS에 의해 조합하

며 이 결과는 절대합의 방법으로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응답과 더한다.

    (11) ⑪의 경우

  이 경우에는 SME 및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전체응답은 SME ZPA와 

SSE ZPA의 비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이 결과가 과도하게 보수적일 

경우에는 공급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하중을 분류하거나 정상운전하중과 

지진하중의 분리를 위하여 정적해석을 다시 수행한다.

    (12) ⑫의 경우

  이 경우는 부품은 강체거동을 하는 반면 유연한 파이프 응답에 의해 노

즐반력이 지배되는 경우이다. 결과가 플랜지 응력(Flange Stress)과 같은 

노즐하중의 함수이거나 펌프의 날개바퀴(Pump Impeller)의 변위와 같은 

관성하중의 함수인 것이 명확할 경우 앞서 기술한 파이프응답의 스케일링 

방법(②의 경우)이나 강체거동 응답의 스케일링 방법(⑨의 경우) 중 하나

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파이프 반력 및 관성응답에 의해 앵커볼트가 

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하거나 기

기 공급자나 재해석을 통하여 각각의 개별하중에 대한 상세한 응답을 확

보하여야 한다. 노즐 및 관성하중으로부터의 정상 및 SSE 하중에 의한 전

체응답을 스케일링한 경우 스케일 계수(Scale Factor)는 연결된 파이프의 

지배적인 응답과 부품의 강체응답을 포괄할 수 있는 진동수 범위에서의 

SME와 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에 의해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이

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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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⑬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실험에 의한 부품의 RRS 및 해석에 의한 부품의 산정된 

응답 둘 모두에 대해 스케일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해석한 부품 또는 

집합체가 층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응답스펙트럼 또는 층의 시간이력 

형태로 된 입력운동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석한 부품 및 집합체의 

SME 및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응답은 앞서 기술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스케일링한다.

  실험에 의해 검증된 부품은 유연하거나 또는 강체 집합체 위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한다. 집합체가 강체인 경우 RRS는 규정된 층응답스펙트럼과 

같다. 집합체가 유연한 경우 RRS는 층응답스펙트럼 이상으로 증폭된다. 

일반적으로 RRS는 IEEE standard C37.98[18]과 같은 광대역 포괄스펙트

럼(Broad Banded Generic Spectrum)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 집합체의 첨

두응답이 RRS의 ZPA를 결정하게 된다. 집합체의 첨두응답은 집합체의 

동적 특성을 알고 있을 경우 식 (2.23)에 의해 SSE 응답을 스케일링하여 

결정하며, 동특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SME와 SSE 스펙트럼의 최대비

에 의해 결정한다. SME/SSE 스펙트럼 최대비를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할 

진동수 범위는 집합체의 진동수 특성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

로 하여야 한다. 신뢰성 있는 진동수 범위는 고유치해석 결과의 평가나 판

단에 의해 결정한다.

  시간이력해석 또는 직접적인 스펙트럼작성 기법에 의해 특정 RRS를 작

성하 을 경우, 그에 따른 스펙트럼 역시 식 (2.23)이나 주요 진동수 범위

에서의 SME/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14) ⑭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및 파이프의 연계해석이 수행되기도 한다. 전형적

인 예로 주냉각계통(primary coolant system)을 들 수 있으나 플란트 계

통의 발란스를 위해 드문일이다. 동적 해석의 중간결과가 유효한 경우 동

적 응답은 식 (2.23)을 이용하여 모드별로 스케일링 할 수 있다.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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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응답변수를 지배적인 응답을 포함하는 진동수 범위에서의 SME

와 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를 이용하여 스케일링한다. 지배적인 응

답의 진동수 범위는 모드 형상과 기여도계수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응답에  

크게 기여하는 모드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응답에 기여하는 중요모드의 

범위 이상에 대하여 SME와 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로부터 스케일 

계수(Scale Factor)를 결정한다.

    (15) ⑮의 경우

  지진하중 및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조합된 응답만이 제시된 경우에는 전

체 응답을 스케일링하거나 지진하중에 의한 응답과 정상운전하중에 의한 

응답을 분리하기 위해 해석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합

된 응답에 대한 스케일 계수는 지배응답을 포함하는 진동수 범위에서의 

SME와 SSE 스펙트럴 가속도의 최대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라. 재해석

  기존 해석 결과를 스케일링하는 것이 SME에 대한 응답을 평가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래의 동적해

석에 대한 상세한 결과의 부족 또는 설계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모델의 

사용으로 인하여 스케일링에 의한 방법은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주게 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진응답 예측에 사용된 모델의 적절성 역시 의문시 

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내진해석자는 원래의 내진검증해석을 보고 스케

일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원래의 모델이 SME 평가에 적절한

지 또는 재해석을 해야만 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원래의 모델이 

유효하고 SME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들 모델을 사용하여 지

진 및 정상운전하중에 대한 해석을 새로 하거나 원래의 내진검증 기관을 

기존 모델의 활용에 참여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극단적인 경우 SME에 대한 응답을 산정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작성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새로운 모델은 SMA에 있어서의 관심 항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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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해 과도하게 자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펌프를 모터에 

정렬하기 위한 Taper Pin은 펌프 어셈블리의 내진해석 시 종종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이들 핀은 펌프의 강체 관성응답 (Rigid Body Inertial 

Response) 및 연결된 파이프 반력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 이 경우 

노즐하중 및 펌프의 강체관성하중을 전단핀에 전달하기 위해 매우 간단한 

정적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축(Shaft)의 변형이 중요한 경우 회전

축(Rotating Shaft)의 동적특성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

다.

  앵커볼트에서의 반력을 산정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기 캐비넷 속에 위치한 특정한 계전기(Relay)에서의 시

간이력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요소와 보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유한

요소모델이 사용된다.

  선형 탄성 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ASME 

PVP Code Section III, Division 1[25]의 부록 N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단지 가이드라인이며 해석자가 적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덜 엄 한 모

델 및 해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조물과 기기의 연계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

분의 구조물에 대한 기기의 질량비는 매우 작아 연계된 동적 해석이 필요

하지 않다. 여기서 주요 관심사항은 부품에 연결된 지지구조(Support)의 

강성이다. 원전의 경우 기기가 최초의 검증해석 시 적절히 모델링 되지 않

은 추가적인 강구조(Structural Steel) 위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 파이프 

설계자들의 기본적인 가정사항과 반대로 추가적인 강재가 강성이 크지 않

을 경우 그 질량 및 유연성이 동적 해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의 경계

조건에서 국부적인 유연성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석자들은 일반

적으로 모든 것을 고정단 또는 핀으로 모델링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건은 그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다. 앵커볼트로 바닥에 고정된 

Rolled Sheet Metal Base를 가진 케비넷이 종종 고정단으로 모델링 되는 

유연한 경계조건을 가진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진

동수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되며 이에 따라 그 응답이 과소 평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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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해석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델링에 사용되는 간략화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에 의한 부력 및 가상 질량의 향이 반드시 모델링 되어야 하는 노

심이나 수중 펌프 케이싱(Casing) 모델에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이 분야에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취급되

어야 할 특수한 문제이다.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해석을 수행

하는 해석자는 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의 문헌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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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설비 특성 및 내진검증

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고주파수 지진동의 향을 크게 받는 전기기기의 일반적인 

분류와 이들 기기들에 대한 내진검증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들 전

기기기의 내진성능 평가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파괴모드에 대해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술하 다.

  일반 구조물의 경우 내진성능 평가에서는 구조물의 구조적 파괴모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내진성능을 평가하게된다. 그러나 전기기

기와 같이 능동기기(Active Component)의 경우 구조적인 파괴모드 뿐 아

니라 지진하중 하에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 파괴모드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기기기의 경우 내진성능은 이와 같은 

기능적 파괴모드가 내진성능에 미치는 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이에 의

한 성능이 내진성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기기기 내부에 설치

된 수많은 계전기 등의 오작동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

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전기기기에 대한 내진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기기기의 기능적 파괴모드 평가에 필요한 전

기설비의 내진검증 방법에 대해 검토하 다. 또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전기

설비의 종류에 따른 기능적 파괴모드를 검토하 으며 이를 토대로 고진동

수 지진동 성분에 민감한 전기기기를 분류하 다. 이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행된 지진취약도 등의 결과를 이용한 것으로 추후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평가 및 분류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제2절 전기설비의 분류 및 내진검증 

1. 주요기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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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고주파 성분에 민감한 전기설비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전기설비의 특성 및 내진검증 방법, 파괴모드 등을 분석하 다. 

  Kennedy 등[26]은 원전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를 표 3.1과 같이 Generic 

Group 및 Sub-group으로 분류하 고 1차적 기능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기기를 Generic Group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Subgroup에 해당하는 기기를 열거하 다. 또한 이들 각각의 기기의 주기

능을 전기적인 기기와 기계적인 기기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표 3.1 원전 주요 기기의 분류

Generic Group Generic Subgroup Primary Function

Electric Equipment 
Mounts

-Panels
-Racks
-Cabinets  

M
M
M

Electrical Instrument 
and Devices

-Transducers including Integral Signal
  Conditioners
-Computer Systems
-Communication Systems

E

E
E

Electrical Power 
Devices

-Switch Gear
-Transformers
-Inverters
-Emergency Diesel Generators
-DC Power Limiters (e.g., Batteries)
-Control Cabinets

E
E
E
E, M
E
E

Valves

-Large Power operated Valves Air or
  Electric
-Relief Valves
-Check Valves
-Instrumentation Valves

M

M
M
M

Pumps and Drives

-Main Coolant Pumps
-Medium And Large Pumps and
 Compressors
-Safety Related Pumps

M
M

M

Heat Removal
Systems

-Heat Exchangers
-Emergency Pump Drive Systems
-Large Cooling Fans, Motors and 
 Generators

M
M
E, M

Air Conditioning 
Systems

-Air Ducting Devices
-Air Conditioning and Filtering Devices

M
M

System Support 
Facilities

-Cable Trays
-Fuel Storage Racks

M
M

Miscellaneous
Components

-Snubbers
-Fuel Rod Assemblies
-Control Rod Drive Mechanism
-Reactor Internal Devices

M
M
M
M

E: Electrical and Electronic, M: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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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 특성  및 기기검증

  가. 전기기기 설치대판 (Electric Equipment Mounts)

    (1) 패널(Panel)

  패널은 소형의 개방형 프레임(Open Frame) 또는 인클로저(enclosure)로

서 버스, 릴레이, 자동 제어자, 메터 또는 신호 조절 전자 등 다양한 형태

의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을 그룹화하여 설계되어 있다. 이들 패널은 통상 

얇은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보통 보안 잠김 문을 갖는 인클로

저로 둘러싸여 있어 개봉 또는 권한 없는 정비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되

어 있으며 위치에 따라 부품은 방수처리 되어 있다. 

  패널 및 그 부품의 무게는 통상 수 kg에서 약 100 kg까지이다. 패널의 

설치는 매설된 보(Beam)에 용접 또는 볼트에 의해 정착되어 있거나, 기기

의 굴대(Skid)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또는 바닥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다양한 지지 구조물에 볼트 또는 용접 등에 의해 정착되

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벽에 설치되어 있다.

  패널의 내진검증은 일반적으로 해석 또는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검증방법의 결정은 패널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해

석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여도 통상 시험에 의해 검증한다. 장착된 부품을 

제외한 패널의 열화는 강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보통 고려하지 않으나 진

동이 심한 곳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널의 파괴

모드는 보통 균열, 용접부 파괴, 정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

반적인 구조 열화 등이다. 이러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이러한 파괴는 허용할 수 있다. 

    (2) 랙 (Rack)

  랙은 개방형 프레임의 형태로서 전기 기기를 지지하고 장착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랙에는 통상 일련의 미리 만들어진 구멍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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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레일이 있어서 T 볼트로 기기

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랙에 장착되는 기기는 매우 다양하다. 무거운 것은 보통 기초 부분에 배

열되고 가벼운 것은 위에 설치된다. 또한 전체적인 중심은 랙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단기 전력공급에 사용되는 비상 안전계통의 납 배터리

는 보통 랙에 설치된다. 공기 샘플 계통에 사용되는 필터, 배관, 밸브와 같

은 기계 부품도 랙에 설치된다. 

  랙 및 부품들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250 kg ∼ 1,000 kg이다. 그러나, 랙

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무게의 상.하한선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랙은 

보통 기초에서 매설 보에 용접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볼트

에 연결된다. 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매설하거나 또는 랙의 설치 시에 

특수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랙 프레임은 보통 포괄시험 (Generic Test)에 의해 검증한다. 랙의 내진

검증은 랙에 장착된 부품의 동적 특성 평가를 포함한다. 부품의 동적 특성

은 1)크기 및 무게가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장착하여 모사하거나 또는 2) 

실제 부품을 실제와 같이 장착하여 구한다. 검증 과정에서 구한 동적 자료

를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서의 가속도, 속도, 변위를 전달함수

와 같은 입력의 함수로 측정한다. 

  IEEE 344-1975[27]의 발간 이후 랙에 대한 내진 검증 시험은 2축 입력 

(수평 및 수직)을 포함한다. 그러나, 입력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종속

적일 수 있다. 다축 종속 입력은 랙을 회전하거나 또는 가진기를 회전하여 

여러 방향의 입력을 생산할 수 있다. 60년대 및 70년대 초기의 내진검증은 

Sine Dwell 또는 Sine Sweep을 사용하 다. IEEE 344-1975의 발간 이후 

내진검증은 1차적으로 응답스펙트럼에 근거하 고 원하는 입력을 생산하

기 위한 신호를 모사하기 위해 Sine Beat 및 Shaped 랜덤 신호가 사용되

었다. 

  60년대 후반 및 70년대 전반에 랙의 모드 응답특성을 구하기 위해 현장

시험을 수행하 다. 이들 시험은 사용된 입력방법에 의해 주로 저차 모드

에 국한되었다. 일단 포괄 랙 설계가 검증되면 유사한 설계는 보통 해석에 

의해 검증된다. 해석은 충분히 정량적이어서 유사한 설계가 동일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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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에서 견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해석은 내진검증을 위한 매우 

단순한 수학적 관계를 포함한다. 근래에는 매우 정교한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장착된 부품을 제외한 랙은 구조형강 또는 금속으로 통상 제조된다. 방

사선, 진동 및 열적 열화는 보통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기기의 주

위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에 의한 향을 고려한다. 

  랙의 일반적 파괴모드로는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

의 풀림 또는 일반적인 구조 열화 등이 있다.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이러한 파괴는 허용할 수 있다. 

    (3) 캐비넷 (Cabinet)

  캐비넷은 여닫이 문을 가진 인클로저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기 기기

를 장착, 지지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주 구조재는 구조형강으로서 캐

비넷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캐비넷의 외부는 두꺼운 용접 철

판으로 되어 있다. 캐비넷에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 조명, 스위치, 메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및 제어 부품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캐비넷 내부에는 많은 전선에서 공급되는 일련의 터미널 스트립이 있다. 

들어오고 나가는 전선 또는 버스 바 (Bus Bar)는 구조 강성을 현저히 증

가시킨다. 케이블에서는 와이어 다발을 조임으로써 강성이 증가하므로 그 

향이 증가한다. 통상 개별 캐비넷을 함께 연결하여 일체화한다. 

  캐비넷에 장착되는 기기는 보통 기능적 요건에 따라 배열된다. 일반적으

로 무거운 부품은 기초 부근에, 가벼운 부품은 위쪽에 설치한다. 캐비넷에 

설치되는 부품은 매우 다양하다. 장착된 부품은 작은 전자 부품, 복잡한 

전자기계 부품 상자에서 큰 기계 부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캐비넷에는 여

러 부품을 연결하는 복잡한 와이어 다발이 있다. 이들 다발은 캐비넷의 내

환경 검증 시에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캐비넷의 무게는 보통 500 kg 이상이다. 그러나, 캐비넷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무게의 상.하한선을 명시하기 어렵다. 캐비넷은 보통 기초에

서 매설 보에 용접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볼트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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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매설하거나 또는 캐비넷의 설치 시에 특수 볼

트를 설치할 수 있다. 

  캐비넷은 보통 포괄시험 (Generic Test)에 의해 검증한다. 검증 기술은 

한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랙의 경우와 동일하다. 캐비넷의 와이어 배열은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캐비넷의 포괄시험의 적용성을 제한한다. 

해석에 의한 검증이 시도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실패하 으며, 이 방법은 

NRC 검토 그룹이 선호하지 않았다. 일단 캐비넷의 포괄설계가 검증되면 

유사한 설계는 해석에 의해 검증된다. 상사법칙에 의한 검증 해석은 통상 

랙이나 프레임에 비해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해석은 실험적으로 타당한 

모델에 근거한 외삽 (Extrapolation) 이며 예측 (Prediction)이 아니다. 연

속 캐비넷은 보통 해석에 의해 검증된다. 

  입력에 의해 캐비넷에 헐거운 문이나 부속물로 인한 덜걱거림이 발생하

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 현상은 지진 입력 범위보다 훨씬 큰 주파수에서 

비선형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러한 캐비넷에 설치된 계측기는 어셈블리의 

검증에 포함될 경우 적절히 시험된다. 그러나, 만일 캐비넷에 모형 계측기

를 설치하여 시험하고 캐비넷에서 측정된 응답에 근거하여 실제 부품을 

시험하고자 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하여 부품의 시험에 고주파수 에너지

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착된 부품을 제외한 캐비넷은 보통 구조형강으로 제작된다. 방사선, 

진동 및 열적 열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캐비넷의 내용물, 계측기 

및 와이어 등은 열화의 위험이 크며 별도로 열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캐비

넷의 일반적 파괴모드로는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반적인 구조 열화 등이 있다.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이

러한 파괴는 허용할 수 있다. 

  나. 전기기기 및 장치 (Electrical Instruments and Devices)

    (1) 변환기 (Transducers)

    신호 조절장치(Signal Conditioners)를 포함한 변환기(Trans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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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전변수의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거나 또는 이를 더욱 편리한 형태로 

변경시켜 특정 운전변수를 계측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이다. 이들 계통에서 

전달된 에너지는 전기, 기계, 열 또는 음향 등으로서 다양한 입력 및 출력 

계통에서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를 갖는다. 원자력발전소는 압력, 온도, 방

사선 및 운동 등 4가지 기본적인 변환기를 사용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변환기는 전형적으로 발전소 운전을 제어하

고 계측하는 입력을 제공한다. 이들 부품은 물리적 변수에 반응하여 이들 

변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선형회로 및 Cube Root Extractor와 같은 신호 조절 회로 및 증폭기

에 의해 수정된다. 신호조절 네트웍을 포함한 변환기는 특별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가동환경을 초과할 경우 오류 또는 부정확한 응답을 

초래한다. 

  변환기는 통상 경량의 소형 부품이다. 경량인 것은 변환기의 계측 요소

가 측정할 프로세스를 간섭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물리적 변수를 감지하기 위해 변환기를 장착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각 종류별로 일반적인 장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압력 변환기는 압력 측

정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장착된다. 압력 변환기는 계측선에 의해 관

통부와 연결된다. 계측선은 계측기의 요구 응답시간에 따라 선정된다. 실

제 변환기는 보통 패널에 볼트로 연결되거나 벽체 또는 구조재와 연결된 

브라켓에 장착된다. 온도 변환기는 감지할 환경을 관통하여 장착된다. 일

반적 형태의 온도 변환기는 Thermowell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홈을 낸 

(Threaded) 튜브 내에 포함된 열전쌍 (Thermocouple)이다. 튜브는 홈이 

파진 구멍에 나사로 연결된다. 이들 부품은 보통 배관에 장착된다. 방사선 

탐지기는 원전 내 주요 위치에서 방사선을 감지한다. 탐지기의 위치는 1) 

노심, 2) 원자로 외부, 3) 환경 방사선 탐지이다. 노심 방사선 감지 계측기

는 특별히 설계된 구조에 장착되며 환경 방사선을 측정하는 계측기는 특

별히 설계된 챔버에 장착된다. 운동 탐지기는 감지할 부품에 직접 장착된

다. 예를 들어 리미트(Limit) 스위치는 이동 (Moving) 부품에 의해 작동되

도록 장착되고, 가속도 및 변위 센서는 이동 구조물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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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기 및 관련 신호 조절 전자기는 포괄시험으로 검증한다. 부품들은 

진동대에 부착된 브라켓이나 Bookend에 장착한다. 입력운동의 형태는 보

통 특정 응답스펙트럼 또는 국부적 가동중 하중이다. 이들 시험의 입력은 

통상 패널, 랙, 캐비넷과 같은 장착 구조물의 시험 중에 측정된다. 요구 응

답스펙트럼은 시험을 위한 일반적인 형태이며, Sine Beat 또는 랜덤 입력

을 이용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1975년 초반까지의 초기의 내진검증 시험

에서 입력은 Sine Dwell, Sine Sweep, Sine Beat 등을 이용하 다. 이들 

방법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품의 주파수 종속 고장 (오작동)을 결

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 

  오늘날 계측기의 내진시험 과정에서 성능특성은 IEEE 344-1975[27]에 

따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이전의 검증 프로그램은 계측된 

성능 변수를 상세히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적정한 성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능 

계측기술은 1970년부터 점진적으로 복잡해졌다. 초기 계측은 기본적인 운

전성의 확인이었으나 현재의 계측은 검증과정의 극한 상태에서의 운전성

능을 포함한다.  

  현재의 검증절차는 부품의 수명한계에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에 적용되는 일련의 시험을 포함한다. 부품의 열화는 IEEE 323-1974[28], 

NUREG-0588[29], NRC IE Bulletin No. 79-01B[30]에 따라 결정한다. 이

들 문서는 1981년 7월 NRC에 의해 의미가 명확해졌다. 전기 계측기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분석결과 운전 열화 메커니즘 및 환경 진동 손상을 

어떻게 모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환경진동 손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지만 시험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전기 계측기 및 부품에 대한 파괴기준은 보통 최소 운전요건에 근거한

다. 이들 요건은 선형성, 출력 및 전압 스파이크에 대한 한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인 파괴는 계전기의 오작동 (Relay Chattering)으로 계전기의 

우연한 열림 또는 닫힘, 내부 메커니즘의 진동에 의한 기능상실 등을 들 

수 있다. 운전특성에 추가하여 기계적 파괴기준이 추가되어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반적인 구조 열화 등을 배

제한다. 오작동의 허용여부는 안전에 미치는 결과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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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컴퓨터 시스템 (Computer System)

  컴퓨터 시스템은 입력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된 행위를 수행하고 특정한 

형태로 결과를 표시하는 기계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메모리 장치, 입력장

치, 중앙처리장치 및 출력장치로 구성된다. 원전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

스템의 정교함은 전력회사, 설계자, 제어시스템 공급자에 따라 다르다. 오

래된 시설에서 컴퓨터는 1 등급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현재 경향은 신규 

원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다.

  원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된다. 작은 컴퓨터는 천

이상태에서의 자료수집 등과 같이 한가지 임무만을 수행한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은 다양한 입력을 사용하여 계통의 제어기능을 수행한다. 궁극적인 

시스템 제어는 운전원에게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운전원을 안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무게는 재령에 좌우된다. 새로

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합체는 조립된 전기 캐비넷과 유사하

다. 

  다양한 전기 또는 기계 부품이 랙 또는 캐비넷에 장착된다. 컴퓨터 시스

템의 핵심 부분은 보통 환경이 제어된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다. 보조 입력 

및 출력 장치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먼 곳에 설치될 수 있다. 중요한 부

품은 주의 깊게 장착되며 보통 부품은 편리하게 장착된다. 컴퓨터 시스템

의 검증은 랙 및 캐비넷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화는 랙 및 캐비넷

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모드 또한 랙 및 캐비넷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부품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며, 동력 차단에 의한 파괴 모

드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 

    (3) 통신 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

  원전은 주로 비디오 및 오디오의 2 가지 형태의 통신시스템을 사용한다. 

비디오 시스템은 다수의 원격지에서의 행위를 중앙에서 관찰하는데 사용

된다. 비디오 시스템은 폐쇄회로 TV로서 원전 전체에 산재하고 있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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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는 연료 저장 구역, 원자로건물, 울타리 등 원격지를 관찰하는데 사용

된다. 모니터 및 카메라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

디오 시스템 (전화, 방송 및 경고 시스템)은 원전 전체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은 개인간 통신 및 경고에 사용된다.

  내진검증, 열화, 파괴모드 등은 변환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력 계통 (Electrical Power System)

    (1) 스위치기어 (Switch Gear)

  스위치기어는 스위치 및 차단 부품으로서 관련된 제어, 계측, 메터링, 보

호 및 조절 부품과 조합되며, 또한 1차적으로 전력의 생산, 송전, 배전 및 

변전에 사용되는 상호연결, 악세서리 및 지지 구조물과 관련된 부품들의 

집합체이다. 스위치기어는 보통 캐비넷, 패널 또는 랙에 장착된다. 이들은 

주위의 구조물 또는 기초에 설치된다. 

  스위치기어는 보통 시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현재의 검증 프로그램은 

IEEE 323-1974[28] 및 344-1975[27]를 요구한다. 그러나, IEEE 

344-1975[27] 이전에 수행된 검증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시험 철학이 혼

재된 것 같다. 초기의 내진검증 시험은, 예를 들어 70년대 초반, Sine 

Sweep 및 Sine Dwell 시험에 의해 수행되었다. 검증시험은 점차 2축 시

험으로 발전되었고 최신 버전의 표준에서 승인되었다. 1974년 이후 스위치

기어의 내진검증은 2축 가진기를 사용하 다. 지진 모사에 사용된 입력하

중함수는 위치별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유도한다. 부지 고유 응답스펙트럼

에 부합하는 신호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2가지 방법은 Sine Beat 및 

Shaped Random 이다. 

  초기의 검증 프로그램은 항상 열화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화

는 스위치기어의 이상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다. 

1974년 이후 IEEE 323[28]은 열화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열화 메커니즘은 NRC에 의해 인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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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기준은 일반적으로 기기의 작동성에 좌우된다. 특히 회로 차단기는 

Chatter가 없이 설치상태 (연결 또는 차단)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진 중에 

적절히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흥미 있는 것은 매우 큰 회로 차단

기의 운  중에 매우 높은 가속도 Transient (예, 100g)가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Transient는 인접 계측기에 향을 줄 수 있다. 기준에서

는 이 요건과 더불어 파괴되지 않도록 장착될 것을 요구한다. 

    (2) 변압기 (Transformer)

  변압기는 정적 전기 부품으로서 전기 회로 간의 상호 커플링을 유도하

기 위해 1차 Winding과 2개 이상의 2차 Winding으로 구성되며, Magnetic 

Core가 있거나 없다. 변압기는 전력 시스템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며 회로  

간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 동일 주파수에서 전압 및 전류를 점증 또는 점

감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변압기는 전기회로 내에 부품으로 포함될 수 있

거나 독립형 부품으로 될 수 있다. 변압기의 무게는 수 kg (예, 소형 회로

의 변압기)에서 수 톤 (예, 변전소의 변압기)에 달한다.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기초에 앵커링 시켜 장착한다. 전자공학

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에서는 기초가 회로 보드이다. 전압을 바꾸는 중간 

규모의 변압기의 기초는 캐비넷, 벽체, 또는 바닥이 될 수 있다. 큰 전력부

하를 바꾸는 대형 변압기의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패드를 보통 포함한다. 

  변압기의 내진검증에서는 시험이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시험방법은 스위

치기어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시험을 할 수 없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서는 시험과 해석을 병행한다. 

  소형 및 중형 변압기의 열화는 현재 IEEE 323-1974[28] 및 

344-1975[27]의 표준의 지침을 따른다. 이들 표준 이전에는 열화에 대한 

평가는 스위치기어에서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 다. 대형 변압기의 열화 

요건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정 열화 메커니즘은 절연체 수명에 매우 중

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압기에 부과되는 파괴기준은 작동성 이다. 일

반적으로 입력 및 출력 전압은 절연파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요건과 

함께 기준에서는 장착구조가 파괴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허용되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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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작동성이 유지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3) 인버터 (Inverter)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부품 또는 시스템이다. 인버터는 일반적

으로 상호 연결되어 시스템으로 조립된 전자부품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품들은 보통 랙, 캐비넷 및 패널 내부 또는 위에 장착된다. 

  인버터 시스템은 보통 많은 양의 철을 갖는 전자 부품을 포함한다. 따라

서, 시스템은 무거운 경향이 있으나 콤팩트하다. 

  내진검증, 열화, 파괴기준 등은 스위치기어와 유사하다. 

    (4) 비상 디젤발전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원전에서 비상 디젤발전기는 안전관련 계통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디젤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단일 또는 탄뎀 디젤엔진으로 발전기를 구동한다. 엔

진은 원격 조정되며 출력되는 에너지는 스위치 계통에 의해 분배된다.

  대형 디젤발전기 시스템에서 엔진 블록은 복잡한 용접 구조이다. 엔진 

집합체에서 블록은 크랭크, 피스톤, 라드, 발브 등과 같은 많은 기계 부품

을 둘러싼다. 블록에 연결된 것은 나머지 기계적 및 전기적 엔진 부품이

다. 디젤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는 Winding에 의해 둘러싸인 로터이

다. 로터는 Winding을 둘러싸는 발전기 케이스 구조에 의해 지지된다. 장

착 스키드 (Mounting Skid)를 포함한 디젤발전기의 무게는 70톤을 초과한

다.

  모든 계측 및 제어 패널과 부품을 합한 디젤발전기 시스템은 보통 스키

드에 장착된다. 스키드는 표준 형강으로 만들어진 구조이며, 원전의 보조

건물에 적절히 장착된다. 정확한 장착 기술은 부지 고유 응답스펙트럼에 

좌우되며 면진장치를 포함한다.

  디젤발전기의 내진검증은 1967년 이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67년 6

개의 요건에서 1971년 15개의 요건으로 증가하 다. 검증에는 2가지 방법

이 사용되었다. 소형의 디젤발전기에 대해서는 엔진과 발전기를 함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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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대형 디젤발전기에 대해서는 시험과 해석을 병행하 다. 소형 디

젤발전기의 내진검증에서 엔진과 발전기 전체 시스템이 2축 진동대에 설

치하고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랜덤 입력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검증 시험 

과정에서 디젤발전기는 완전 부하로 운전한다. 

  대형 디젤발전기에 대한 검증에서는 부품을 2가지로 분류하여 수행한다. 

즉, 1) 시험을 위해 진동대에 설치 가능한 기기, 2) 시험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크거나 무거운 기기로 분류하여 수행한다. 대형 부품의 검증에는 다

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1) 낮은 수준의 임피던스 (System 

Identification) 방법으로부터 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 2) 

적절한 컴퓨터 코드와 유한요소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모델링. 위의 2

가지 방법이 디젤발전기 검증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검증 프로그램은 

시험에 의한 검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프랑스는 해석에 의한 검

증을 더 많이 허용한다.  

  디젤발전기의 파괴 기준은 기계적 부품에 대한 허용응력 한계 설정 및 

Class 1E 전기부품에 대한 기능 기준 설정에 근거하고 있다. 디젤엔진 시

스템을 전체 유니트로 간주하여 가동 신뢰성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직류 전원 장치(DC Power Unit)

  베터리는 IEEE 100-1977[3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전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전기 에너지는 내부 유체, 전해물 

및 판 사이의 화학작용에 의해 생산된다. 주요 배터리 시스템은 보호구역 

내의 랙에 설치된다. 이 구역은 화학 분무, 온도의 급격한 변화, 갑작스런 

압력변화, 비산물 등으로부터 격리 보호된다. 최신 컴퓨터 시스템은 프로

그램 또는 메모리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포함한다. 이들은 하

나 이상의 다양한 시스템 부품 내에 설치된다. 

  DC 공급 시스템에서 개별 배터리의 무게는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

인 산업용 배터리는 개당 500 kg이 넘는다. 프로그램 또는 메모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에 사용되는 개별 배터리는 소형이며 5 kg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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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터리의 관성 특성은 균일하다. 원전에서 주 DC 파워 유니트는 대

량의 배터리 그룹으로 구성되며 랙에 설치된다. 배터리는 터미널 간에 상

호 연결된다. 랙은 구조형강으로 제작된 프레임이다. 

  배터리 시스템의 내진검증은 IEEE 535-1979[32] 및 NRC 기준에서 규

정된 대로 IEEE 344-1975[27]에서 정의하고 있다. 설치 위치에 의해 배터

리는 열화 및 방사선을 제외한 모든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된다. 내진검

증을 위한 배터리 시편은 기지의 재령을 갖는 전지 또는 열적으로 열화된 

전지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배터리는 방사선 수준이 104 rad 이하의 

구역에 위치한다. 

  배터리에 대한 파괴기준은 축전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배터

리는 열화에 특히 민감하다.

제3절 고주파수에 민감한 전기설비

  앞절에서는 원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전기설비의 특성 및 이들

에 대한 내진검증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 으며 각각의 설비에 대한 주요 

파괴모드를 기술하 다. 이를 토대로 고주파수에 민감한 전기설비를 분류

하여 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는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개별 기기에 대한 평가는 이 표에서 제시한 파괴모드나 메디안 지반가속

도 성능과 다를 수 있다.

표 3.2 고진동수에 민감한 전기설비 종류 및 특성

전기설비명 고유진동수
(Hz) 파괴모드

메디안 
지반가속도 
성능 
(g)

Generator Control Panel 30 Relay chatter 0.95
Switch Gear 5∼10 Relay chatter 2
Instrument Panel & Rack 5∼10 Relay chatter 2
Control Panel & Rack 5∼10 Relay chatter 2
Relay Cabinet 5∼10 Relay chatter 2
Motor Control Center 5∼10 Relay chatter 2
Breaker Panel 5∼10 Relay chat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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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진동수 지진동 향 평가

제1절 개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해석 뿐 아니라 SPRA(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나 SMA(Seismic Margin Analysis)에서는 입력지진 또

는 평가에 필요한 기준지진으로 응답스펙트럼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설계에서는 부지 고유의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가지

고 있지 못함에 따라 US NRC Regulatory Guide 1.60[1]에서 제시하고 있

는 표준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표준응답스펙트럼은 강

지진대에 속하는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강진기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

로 우리나라나 미국 동부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미국 동부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 R.G. 1.60 스

펙트럼에 비해 저진동수 역에서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고진

동수 역에서는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2,3,4]. 이는 미국 서부의 충적층 

지반에서 측정된 한정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며 미

국 서부지역의 암반지반에 대해서 조차도 10Hz 이상의 진동수대에서 저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기존의 설계스펙트럼에 비해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른 부지 고유 스펙트

럼이나 UHS (Uniform Hazard Spectrum)이 10Hz 이상의 고진동수 역

에서 매우 큰 값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미국 EPRI에서는 고진동수 지진파의 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한 바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고진동수 지진동의 향을 반 한 기준스

펙트럼의 작성법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 시 용접부

의 파괴를 취성파괴로 보고 연성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용접부의 최소연성도를 고려함으로써 고진동수 성분 지진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고진동수 지진동에 민감한 

전기기기의 기능적 파괴모드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 으며[2], 기기의 구조

적 또는 기능적 파괴모드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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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5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스펙트럼으로부터 랜덤진동이론을 이용하여 직접 

층응답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먼저 기존의 지진

취약도 평가에 사용된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우리나라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에 따른 등재해도 스

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작성을 통하여 고진동수 지진동에 의한 층

응답스펙트럼의 향을 평가하 다.

제2절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

1. 층응답스펙트럼의 선정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는 지진취약도 분석이나 내

진여유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기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기기가 설치된 지점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요구응답

스펙트럼(Required Response Spectrum)과 기기의 내진성능검증 또는 경

험자료 등으로부터 얻은 시험응답스펙트럼(Test Response Spectrum)이 

필요하다. 내진성능은 이 두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내진성능이나 여유도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진 취약도 분석 시 기준 지진동의 형상이 설계기준 지진동과 크게 달

라지게 될 경우 두 스펙트럼 형상의 차이는 구조물의 응답계수 중 스펙트

럼 형상계수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달라진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

트럼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준진지동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진여유도 평가에서는 기기의 내진성을 평가하기 위해 SME(Seismic 

Margin Earthquake) 또는 RLE(Review Level Earthquake)의 수준 및 형

상에 따라 기존의 설계 시에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하여 평가

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 하는 것이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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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스케일링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종종 설계기준 지진동에 

대해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 보다 높은 감쇠비를 갖는 기기에 대한 층응

답스펙트럼의 작성이 요구되기도 한다[5]. 기준 지진동에 따라 새로운 층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것이 설계 지진동 이상의 지진에 대한 내진 여

유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 기존의 

스펙트럼을 스케일링 하는 것보다 새로운 해석에 의해 새로운 층응답스펙

트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내진여유도 분석에서 앞의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음

의 경우에는 SME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작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합모드감쇠비에 큰 변화가 있는 토질지반

  - 기하학적 감쇠가 크게 증가하는 토질지반

  - SME 지반응답스펙트럼과 SSE 지반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이 크게 다

른 경우

  또한 SME에 대해 층응답스펙트럼을 스케일링 할 경우 입력진동의 공

간적 incoherence에 의한 응답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에 심

각한 비선형 거동이 발생할 경우 고진동수 역에서 층응답스펙트럼의 증

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을 위해서는 재해

석이 바람직하다.

2.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방법

  새로운 층응답스펙트럼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

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시간이력해석에 의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랜덤진

동기법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중 시간

이력 해석에 의해 층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하는 것이 해석적으로 정확하다

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입력지진동의 시간이력을 결정하기 매우 곤란

하기 때문에 설계나 내진성능 평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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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방법은 층응답 스펙트럼의 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직접 층응답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으며, 최초로 Biggs[33]

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동이 층응답 스펙트럼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 개발된 방법 중 Singh[34-36]에 의해 개발

된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지반에서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층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먼저 

구조물에 대한 고유치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및 모

드기여도계수를 산정한다. 고유치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임의진동수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은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34-36].

      

R2u(ω0)=∑
N

j=1
γ2j ψ

2
j (u) { [ (Aj+F(ω0)Bj)I 1(ω0 )+[Cj+F(ω j)Dj]I 1(ω j)}

+2 ∑
N

j=1
∑
N

k= j+1
γ jγ k(u)ψ k(u) { [A

'
jk+F(ω0)B

'
jk]I 1(ω0 )          (4.1)

        +[C'jk+F(ω j)D
'
jk]I 1(ω j)+[E

'
jk+F(ω k)F

'
jk]I 1(ω k)}

  

여기서, Ru(ω0)는 u층에서의 ω0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값을 나타내며, 

N은 해석에 고려한 주요 모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γ j는 j번째 모드의 기

여도계수를 나타내며, ψ j(u)는 u층에서의 j번째 모달 변위를 나타낸다. 

Aj, Bj, A
'
jk
 및 B'jk  등은 j  및 k번째 모드에 의한 증폭계수로 구조물

의 진동수 및 감쇠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참고문헌 [5]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또한 F(ω j)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F(ω j)=
I 2(ω j)

I 1(ω j)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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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ω j )=C
2⌠
⌡ω

4
jΦ g(ω) |H(ω j)|

2dω                 (4.3)

I 2(ω j )=C
2⌠
⌡ω

2
jω
2Φ g(ω) |H(ω j)|

2dω               (4.4)

여기서 C는 첨두계수(Peak Factor)를 나타내며, Φ g(ω)는 지반가속도의 

PSDF(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을 나타낸다. 또한 H(ω j)는 주

파수 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을 나타낸다.

제3절 고진동수 지진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준 스펙트럼의 형상이 달라짐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

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우리나라 원전 지진취약도 분석에 사용

된 고리원전 부지의 고유 응답스펙트럼과 우리나라 원전부지의 지진재해

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등재해도 스펙트럼(Uniform Hazard Spectrum)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 다. 

1. 입력 스펙트럼의 보수성 평가

  SPRA에서는 가속도 또는 속도 등의 지반운동 변수에 고정된 평활화한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두 수평방향의 평가용 입력지진을 선정한다. 부

지에 대한 지진정보가 충분할 경우에는 부지 고유의 스펙트럼

(Site-Specific Spectrum)을 사용하거나 등재해도 스펙트럼(Uniform 

Hazard Spectru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반운동 변수의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βu  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부지에서의 지진정

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히 평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NUREG/CR-0098[16]의 메디안 스펙트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계지진으로 사용된 표준응답스펙트럼의 경우 메디안 스펙트럼이 아닌 

84% 초과확률 수준의 스펙트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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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메디안 스펙트럼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여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설계 시 사용된 입력 스펙트럼의 보수

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펙트럼 형상계수가 사용된다. 스펙트럼 형상계수는 

부지 고유의 응답스펙트럼 또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으로 정의된 메디안 응

답스펙트럼과의 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4.1).

FSS=
SaD
SaM

                         (4.5)

여기서, SaD와 SaM은 각각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및 평

가용 메디안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를 나타낸다. 이때 각각의 감쇠값

은 동일한 값을 사용하며 FSS는 구조물 고유진동수의 함수가 된다[6].

  지금까지 원전 기기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과 

평가용 기준스펙트럼의 형상 차이를 구조물의 스펙트럼 형상계수에 적용

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스펙트럼 형상의 변화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의 변

화에 대한 향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구조물 내부 각 층

에서의 응답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응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으

로 인해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기기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7,38].

Frequency, f

Design Spectrum

Reference Spectrum

aDS

aMS

Frequency, f

Design Spectrum

Reference Spectrum

aDS

aMS

그림 4.1 스펙트럼 형상계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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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진동수 지진동의 향 평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기의 성능 및 응답관련 변수와 기기가 설치된 건물의 응답관련 변

수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기기의 성능관련 변수는 기기가 설치된 지점에서

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기기의 응답관련 변수는 기기의 

검증방법에 따라 취약도 평가에 필요한 변수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하

게 된다. 기기의 취약도 평가에서 구조물의 응답관련 변수 중 평가용 지진

동과 설계기준 지진동의 두 스펙트럼 형상의 차이는 스펙트럼 형상계수로 

고려한다. 그러나 두 스펙트럼의 형상이 크게 달라 층응답스펙트럼에서의 

형상이 크게 변화할 경우에도 스펙트럼 형상계수 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달라진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는 별도

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진동수 지진동이 층응답스펙트럼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입력지진동의 형상이 크게 달라질 경우

의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를 다양한 입력지진동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평

가하 다.

  가. 입력지진동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준 스펙트럼의 형상이 달라짐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

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우리나라 원전 지진취약도 분석에 사용

된 고리원전 부지의 고유 응답스펙트럼과 우리나라 원전부지의 지진재해

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등재해도 스펙트럼(Uniform Hazard Spectrum)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 다. 해석에 사용된 평가용 입

력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인 US NRC R.G. 1.60 스펙트럼과 

함께 그림 4.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스펙

트럼과 부지고유 스펙트럼의 경우 고진동수 역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경우 저진동수 역에서는 설계스

펙트럼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나 10Hz 이상의 고진동수 역에서는 

매우 큰 증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68 -

0.01 0.1 1 10 100
Frequency(Hz)

0

0.2

0.4

0.6

0.8

Sp
ec

tra
l A

cc
el

er
at

io
n(

g)
Kori Site Specific
Uniform Hazard
Reg. Guide 1.60

그림 4.2 입력 응답스펙트럼 비교

  그림 4.3과 그림 4.4에는 설계스펙트럼과 평가용 스펙트럼의 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비가 곧 취약도 분석에서 스펙트럼 형상계수에 해당된

다. 지진취약도 분석에서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따라 스펙트럼 형상계

수를 취하게 된다. 부지고유 스펙트럼과의 비교에서는 5Hz 이상에서 대체

로 1.0에 근접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의 UHS와의 비교에서

는 10Hz 이상에서 UHS의 스펙트럴 가속도가 커 스펙트럼 형상계수가 1.0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용 응답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구조물로 그림 4.5와 같은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 

특성을 갖는 원전 격납건물을 동시에 집중질량 모델로 모델링 하여 사용

하 다. 이들 구조물에 대한 고유치 해석결과는 표 4.1과 같으며 외벽의 

고유진동수는 4.73Hz,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12.35Hz 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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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설계스펙트럼과 부지고유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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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설계스펙트럼과 UHS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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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집중질량 해석모델

표 4.1 해석모델의 동적특성

Mode No.
Natural Frequency

(Hz)

Modal Participation 

Factor

1

2

3

4

5

6

7

8

9

10

4.73

12.35

15.40

24.40

26.86

27.80

30.45

44.31

45.93

47.33

-28.074

20.325

16.326

-10.843

1.036

-10.549

-8.084

5.585

-0.514

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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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에 설계응답 스펙트럼인 US NRC R. G. 1.60[1]의 표준응답 스

펙트럼과 고리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Hz 이상의 진동수 역에서는 설계 응답스

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전 내부에 설치된 기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10Hz 이상에서는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4.7에는 격납건물 외벽 및 내부구조물 상부에 대해 작성

된 층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Hz 이상의 진동수 역에서는 외벽 및 내부구조물 모두에

서 그림 4.3의 입력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

는 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원전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가 5Hz 이상이므로 스펙트럼 형상계수와 층응답스펙트럼 비는 유사

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기존의 취약도 분석에서 가정한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계수를 이용한 분석이 동일한 결과를 주게되므

로 고진동수 역에서의 기기의 지진취약도는 유사한 결과를 주게됨을 알 

수 있다.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동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기존 국내 원전 부지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결과를 이용하

여 작성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이용하 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및 미국 동부지역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고진동수 역에서의 

응답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원전 주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대부분 

10Hz 이하이므로[2,4]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확률은 크

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기기기 등 고진동수 지진동에 민감

한 기기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파괴확률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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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부지고유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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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부지고유 스펙트럼에 의한 외벽 및 내부구조물 상부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 비

  그림 4.8에 격납건물 외벽 및 내부구조물의 정점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납건물 외벽에서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응답이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나 격납건물 

내부구조물에서는 입력 스펙트럼의 크기가 역전되는 10Hz를 기준으로 등

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격납건물의 외벽에 비

해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커서 고진동수 역에서 크게 증폭되기 때

문이다. 특히 24Hz에서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가

속도가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40Hz 이상에서는 25% 이상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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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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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에는 격납건물 외벽 및 내부구조물 상부에 대해 작성된 층응답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외벽 상부에서는 그 비가 대체적으로 1.0 이상이 되나 내부구조물 상부

에서는 10Hz 이상의 고진동수 구간에서 1.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계 스펙트럼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값이 UHS에 의한 스펙

트럼 값에 비해 작아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서의 비를 지진취약도에 그대

로 고려할 경우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단순히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만을 평가해 

본다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낮을 경우 고진동수 성분에 의한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동의 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큰 구조물에서는 고진동수 특성이 층응답스펙트럼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1 10 100
Frequency(Hz)

0

0.5

1

1.5

2

2.5

3

3.5

4

4.5

5

Fl
oo

r  
Ac

ce
le

ra
tio

n 
R

at
io

(g
/g

)

Shell
Internal

그림 4.9 UHS에 의한 외벽 및 내부구조물 상부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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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진동수 지진동 향 고려방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설계스펙트럼과 평가용 기준 스펙트럼과의 차이

에 따른 여유도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로 나타

낼 수 있는 스펙트럼 형상계수에 의해 고려하게 된다. 두 입력스펙트럼의 

형상이 유사할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의해 지배

되며 고진동수의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진동수 성분이 

큰 지진동의 경우에는 그 향이 매우 커지게 되며, 또한 구조물의 고차모

드에 따른 고진동수 역에서의 증폭 향 역시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

다[40].

  본 연구에서의 고진동수 지진동 향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력

지진동에서의 고진동수 성분이 매우 클 경우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진취약도 분석이나 내진여유도 

평가에서 입력지진동의 형상이 크게 달라질 경우 새로이 층응답스펙트럼

을 작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또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서

의 스펙트럼 형상계수를 고려하는 것은 고진동수 지진동의 향을 적절하

게 고려하지 못하므로 스펙트럼 형상계수 대신 층응답스펙트럼 형상계수

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스펙트럼 형상 향 평가 예

  스펙트럼의 형상에 따른 원전 기기의 지진취약도의 평가결과를 비교, 분

석하기 위해 임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스펙트럼 형상계수 

및 층응답스펙트럼 형상계수를 산정하 다. 기기의 고유진동수가 각각 

15.4Hz 및 24.4 Hz인 기기의 취약도해석 시 기존의 방법에서 사용하게 되

는 스펙트럼 형상계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층응답스펙트럼 형상

계수를 각각 산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표 4.2에 나타내었다.

  원전 보조건물 내 165ft에 설치되어 있는 Control Room Supply Fan이 

약 15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보조건물 125ft에 설치된 Battery 

Rack이 약 24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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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두 기기의 지진취약도를 부지고유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대체적으로 두 형상계수의 값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UHS와 같이 설계스펙트럼에 비해 저진동수 역에서는 스펙트럴 

가속도가 매우 작고 고진동수 역에서는 큰 스펙트럼을 사용할 경우 최

대 2.6배까지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진동수 역

에서의 스펙트럼 값이 설계스펙트럼에 비해 작아 큰 여유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진취약도에서 스펙트럼 형상계수로 반 할 경우 

이 여유도가 그대로 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기의 평가에 필요

한 기기 고유진동수 구간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은 오히려 UHS에 의한 층

응답스펙트럼 값이 설계스펙트럼에 의한 값에 비해 커지게 되므로 기기의 

취약도가 과대평가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원전 구조물과 기기의 고유진동수가 존재

하는 구간에서 설계스펙트럼과 평가용 스펙트럼의 형상에 큰 차이가 발생

할 경우 구조물 고유진동수에서의 입력 스펙트럼값의 비로 취급되는 스펙

트럼 형상계수로 기기의 지진취약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층응답스펙트럼

을 다시 평가하여 층응답스펙트럼 형상계수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층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할 

경우 기존의 구조물 고유진동수에서의 향 뿐 아니라 고차모드의 향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결과[40] 역시 포함할 수 있으므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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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취약도 평가 시의 스펙트럼 형상계수 및 층응답스펙트럼 형상계수

Location
Evaluation 

Spectrum

Ground 

Spectrum 

Shape 

Factor (a)

FRS Shape 

Factor

(b)

Ratio

(a/b)

Equipment 1

(15.4Hz)

Shell
Kori 1.11 1.11 1.00

UHS 2.13 0.82 2.60

Internal
Kori 1.13 1.10 1.03

UHS 0.90 0.84 1.07

Equipment 2

(24.4Hz)

Shell
Kori 1.11 1.10 1.00

UHS 2.13 1.23 1.73

Internal
Kori 1.125 1.10 1.03

UHS 0.9 0.4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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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기 연성도를 고려한 입력지진의 재평가

제1절 개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수행한 우리나라 및 미국 동부지역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 결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이 10Hz 이상의 고진동수 역

에서 매우 큰 스펙트럴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는 기존의 원

전 설계나 내진여유도 평가에 사용되어온 US NRC Regulatory Guide 

1.60[1] 스펙트럼이나 NUREG/CR-0098[16] 스펙트럼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UHS는 1∼10Hz의 저진동수 구간에서는 

매우 작은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내진

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지반운동은 기존의 설계나 평가용 지진에 비해 

구조물이나 기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원전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1∼10Hz 범위에 있으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유효진동수를 4Hz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는 충분

한 층간변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조악하게 건설되었거나 취약한 연

결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 10Hz 이상의 지진동은 구조물의 설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1].

  원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기는 5∼25Hz 범위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일부 내진해석에서 기기의 고유진동수가 25Hz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내진해석 시 구조물과 기기 정착부의 연성

도를 무시하거나 잘못 평가하 기 때문이다. 기기의 질량이 매우 작아 지

진에 의한 손상에 취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구조물에 정

착하 을 경우 25Hz 이상이 되도록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기의 경우 주요 관심 진동수대는 25Hz 까지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취성파괴모드를 갖는 기기의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

기 전에 유효진동수를 25Hz 이하로 신속히 저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변

형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기 정착부는 하중전달 능력이 완

전히 동원되기 전까지 최소 0.06∼0.12 in 정도의 변형에 견딜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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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10Hz 이상에서 1g 이하의 가속도에서는 기기가 파괴되지 않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동에 의한 계전기의 오작동을 제외한 기

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10Hz 이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

된 기기 정착부의 연성도를 고려한 수정응답스펙트럼 작성법[2]에 근거하

여 수정응답 스펙트럼 작성법을 확립하고 국내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

펙트럼을 수정하 다.

제2절 기기 정착부의 특성

1. 볼트정착

  전기기기 또는 기계기기는 보통 확장형 앵커(Expansion Anchor)나 

Cast-in-place 앵커볼트로 정착한다. Cast-in-place 앵커볼트의 파괴모드

는 일반적으로 강재볼트와 유사한 연성 하중-변위 특성을 가지는 연성파

괴모드에 의한 볼트의 파괴로 나타난다. 반면에 확장형 앵커볼트는 콘크리

트의 파괴모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취성파괴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확장형 앵커볼트를 가장 취약한 형태의 볼트 정착부로 고려하 으며 이러

한 형태의 정착부 하중-변위 특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앵커볼트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이 제시된 문헌 분석 결과 확장형 볼트

의 극한 변위는 볼트의 크기, 매립깊이 및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인장강도에 비해 전단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확장형 앵커볼트의 경우 극한 변위가 0.1in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2]. 

  고진동수 기기의 극한성능은 정착단의 극한 변위에 의해 좌우되며 볼트 

정착부의 극한 변위 성능은 용접 연결부에 비해 크므로 볼트 정착부의 경

우 파괴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큰 연성도계수를 가지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고진동수 지진의 향 평가에서는 용접 연결이 더욱 취약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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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정착

  용접부의 파괴는 취성파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성도계수 

Fμ를 1.0으로  간주한다. 기기 정착에 사용되는 용접의 경우 낮은 변위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16in 필

렛용접의 경우 용접부에서의 변위가 약 0.01in 발생할 경우 횡방향 전단에 

의해 파괴된다. 저진동수 진동에 (2∼5Hz) 대해서는 일단 항복변위 (약 

0.001in)에 다다르면 지진의 크기가 조금만 증가해도 용접부의 변위가 극

한변위를 초과하여 파괴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고진동수 기기 (10Hz 이

상)의 경우에는 항복점 이후에 큰 성능을 가지고 있다[2]. 

  원전 내부에 설치된 전기기기의 정착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접

방법이 필렛용접이며 필렛용접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횡방향 (x 또는 y 방향) 으로 하중을 받는 필렛용접의 경우 세로방향 

(z 방향) 하중을 받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극한강도를 가지나 

변위성능은 낮다.

  - z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필렛용접은 x 또는 y 방향으로 하중을 받을 

경우에 비해 극한 강도는 작으나 큰 변위성능을 가지고 있다.

  - 항복점에서의 항복강도, 극한강도 및 변위와 파괴점에서의 변위는 leg 

사이즈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예를 들면 3/16 inch 용접의 극한강도

는 8.3kips/in이며 3/8in 용접은 그 두 배인 16.6 kips/in 이다.

  - 필렛용접의 단위 길이당 초기강성은 leg의 사이즈에 무관하다. 예를 

들면 3/16in 용접의 단위 inch 당 강성은 3/8in 용접에서와 같다. 그러

나 주어진 설계 전단력에 대해 사용된 3/16in 용접의 사이즈는 3/8in 

용접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그 길이가 2배가  된다. 따라서 3/16in 용

접에 의한 연결은 동일한 강도로 3/8in 용접에 의한 연결부에 비해 2

배의 강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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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스펙트럼 수정방법

1. 개요

  원전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지진취약도 분석이나 내진

여유도 해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두 방법에서는 기기의 내진성능

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용접에 의한 연결부는 취성파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저진동수 지진동에 의한 저진

동수 기기의 파괴와 관련된 지진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저진동수 지진의 손상능력은 최근의 해석적인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42,43].

  그러나 용접에 대한 파괴실험에서 약간의 연성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용접의 변위한계가 매우 작아도 고진동수 기기의 성능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 고진동수 기기의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연성도는 코드에 규정된 용접부 허용응력에 의해 주어지는 여유

도를 초과하는 보너스가 된다. 일반적인 설계과정에서는 모든 기기에 대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코드에서는 설계 상황을 반 한 안

전율을 설정하고 있다. 저진동수 기기의 정착에 사용되는 용접의 취성 거

동을 인정할 경우 코드에서는 항복점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용접부의 허용응력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성능력의 존재는 

고진동수 기기의 평가 또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감소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해준다. 특히 고진동수가 우세한 입력지진동에 대해 비선형 거동은 유효진

동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에너지의 흡수량을 증가시켜준다.

2. 스펙트럼 수정 절차 및 방법

  기기의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미국 EPRI에서는 활동 모델 및 락킹 모델

의 2가지 평가법을 이용하여 수정응답스펙트럼 작성법을 개발하 다[2]. 

두 모델중 활동모델에 의한 값이 락킹 모델에 의한 값보다 보수적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활동모델을 이용하 다. 이하에 활동모델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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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용 스펙트럼의 축소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기기 정착부의 비탄성 거동에 의한 향을 연성도계수 또는 비탄성에너

지 흡수계수라고 불리는 Fμ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여

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정단 진동수 f f  및 감쇠비 β f를 갖는 기기

의 탄성 스펙트럴 가속도 Sae는 연성도계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스펙트럴 

가속도 Sar을 산정할 수 있다. 즉,

Sar=
Sae
Fμ
                        (5.1)

  5Hz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의 경우 0.01 inch의 정착부 변형에 의한 

진동수의 감소나 에너지 흡수량은 무시할 수 있다. 이는 5Hz의 낮은 진동

수를 갖는 기기의 경우 탄성 변형량이 0.01inch 보다 훨씬 커 정착부의 비

탄성거동에 의한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이 경우 취성파괴로 간주하

여 연성도계수 1.0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고진동수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의 경우 0.01inch의 정착부 

비탄성 거동으로 인한 유효진동수의 감소 및 비탄성에너지 흡수가 매우 

커 연성도계수에 의한 수정이 큰 향을 미치게 된다. SMA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정착부 연성도를 고려한 평가용 수정응답스펙트럼 작성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층응답스펙트럼 작성을 위한 시간이력 작성 시 수정계수는 평가용 지

반응답 스펙트럼에 1 이상의 계수를 곱한 응답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평가용 스펙트럼을 계수로 스케일링하여 수

정응답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 수정응답스펙트럼을 계수로 나눈다. 이 

최종적인 수정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한다. 이

때 사용하는 안전계수는 설계 또는 평가 어느 쪽에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층응답스펙트럼이 지반 상인가 또는 건물 내부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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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응답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계산은 최소 10Hz 까지 수행하고 

수정응답스펙트럼을 원래의 응답스펙트럼과 8Hz에서 연결한다.

  - 고진동수 역에서는 점근된 수정응답스펙트럼 가속도 값을 사용하며 

활동모델에 의한 간략법을 기준으로 축소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한다. 

이는 두 방법에 의한 축소응답스펙트럼이 서로 교차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 지반 상에 설치된 기기를 평가할 경우 최소 안전계수 FSM은 1.5, 건

물 내에 설치된 기기의 경우에는 3.0으로 한다. 설계모드에서는 지반 

상에 설치된 경우 2.0, 건물 내에 설치된 경우 4.0으로 한다. 모든 경

우에 대해 보수적으로 FSM을 4.0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전 내에 설치된 기기를 베이스에서의 질량을 무시하고 마찰력이 없다

고 가정한 그림 5.1과 같을 때 활동모델을 사용한 수정 응답스펙트럼 산정

은 그림 5.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게 되며 이 때 각 단계에서 계산에 사용

되는 식은 표 5.1과 같다[2].

Equipment

(Mass, M)

Fillet Weld

Kw
(Weld Stiffness)

(1-α)M

Kf
(Fixed Base Stiffness)

αM

φMg

βf
(Damping at Fixed 
Base Frequency)Equipment

(Mass, M)

Fillet Weld

Kw
(Weld Stiffness)

(1-α)M

Kf
(Fixed Base Stiffness)

αM

φMg

βf
(Damping at Fixed 
Base Frequency)

그림 5.1 기기 활동 모델

3. 유효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럴 가속도 결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기의 연성도를 고려하여 입력스펙트럼을 수정

하기 위해서는 유효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의 결정이 요구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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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 4에서 유효진동수에서의 유효감쇠비가 산정되면 이 감쇠비에 따른 

Sa(f e,β e)를 5에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연성도계수를 산정하며 이를 이

용하여 수정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도 해석에서는 5% 감쇠비에 대한 지반

운동 감쇄식만이 주어지므로 인해 다양한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값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44].

  본 연구에서는 수정 입력 스펙트럼 작성을 위해 NUREG/CR-6728[45]에

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 다. 여러 가지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랜덤진동론에 의한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이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랜덤 진동론에 의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방법을 적용하 다.

그림 5.2 응답스펙트럼 수정계수 산정 흐름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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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수정응답 스펙트럼 산정을 위한 수식[2]

Step Equation Constant

1. Nonlinear Parameter, 
  A

A=
(2πf f)

2δu
Sac

where:

    f f=
1
2π

Kf
M

    Sac=FSMSar

Kf  = Component 
   fixed-base stiffness

M  = Component mass

δu  = Weld ultimate 

   displacement capacity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y

Sar  = Reduced spectral
   acceleration

FSM  = Required 

   minimum safety factor

2. Normalized Secant 
  Frequency Squared, X

X=
1

1+A

3. Normalized Effective
  Frequency Squared, Xe

Xe=1-(1-X)
1.6

4. Effective Damping Ratio
  at Effective Frequency,
  β e β e≈

X
Xe [X

1/2β f+
0.6
π
(1-X)(1-

1
μW
)]

β f  = Elastic damping
   ratio at fixed-base
   frequency

μW  = δu/δ y

δ y  = Weld yield displ.

5. Ductility Scale Factor, 
 Fμ

Fμ=
Xe
X

Sa(f f,β f)

Sa(f e,β e)

where

    f e= f fX
1/2
e

Sa( f,β)  = Spectral 
   acceleration at 
   frequency,  f , and

   damping, β

  진동수 1≤f< 5Hz에 대해서는 Rosenblueth[46]의 방법을 적용한다. 임의 

진동수에서 5% 감쇠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임의의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

럼 값 Sa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Sa(f,ξ)=Sa (f,0.05) [ 1+4.9ξfD
1+4.9×0.05fD ]

- 0.41

          (5.2)

여기서 ξ는 감쇠비를 나타내며 D는 강진지속시간을 나타낸다.

  5Hz  이상의 진동수 구간에 대해서는 Vanmarcke[47]에 의해 제시된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스펙트럼 값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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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ξ)= {PGA 2+[Sa(f,0.05) 2-PGA 2][ 1+4.9ξfD
1+4.9×0.05fD ]

-0.82

}
1/2

  (5.3)

여기서 PGA는 첨두지반가속도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두 번째 항이 

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진지속시간 D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미

국 서부지역에 위치한 부지에서는 Abrahamson and Silva[48]에 의해 제

시된 값을 사용하며 미국 중동부 지역에서는 Atkinson and Boore[49]에 

의해 제시된 값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파 전파특성이

나 부지특성이 미국 중동부 지역과 유사하므로 미국 중동부 지역에 적용

되는 값을 사용하여 산정하 다. 위에서 제시된 두 식은 감쇠비가 0.5%에

서 20%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수평 및 수직방향 입력 스펙트럼에 공히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3에 미국 중동부 지역의 5%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을 작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기준 스펙트

럼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 감쇠비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사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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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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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수정스펙트럼 작성 예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미국 EPRI의 스펙트럼 수정법과 

NUREG/CR-6728[45]에서 제시한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 결정

법을 이용하여 미국 중동부 지역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및 우리나라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대한 수정 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그림 5.4

에 우리나라 원전부지에 대한 UHS 및 미국 동부지역의 UHS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서의 UHS가 

기기의 고유진동수가 위치하고 있는 10∼30Hz 구간에서 매우 크게 나타

났다[38,39,50]. 미국 동부지역 UHS의 경우 기존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인 

US NRC Regulatory Guide 1.60[1]에 비해 고진동수 역에서의 증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 시 강진자료의 부족 등으

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커 이 스펙트럼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지진학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

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5.5에서는 앞서 기술한 랜덤진동론을 이용한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작성법을 이용하여 국내 원전 부지의 UHS에 대해 7% 및 10% 

감쇠비를 갖는 스펙트럼을 5%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쇠비의 증가에 따른 스펙트럴 가속도

의 감소가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그림 5.3의 결

과를 실제 지반운동 감쇄식으로부터 산정한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과 비교해본 결과 랜덤진동론에 의한 스펙트럴 가속도가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림 5.5에 나타난 스펙트럴 가속도

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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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EUS UHS 및 국내 원전부지 UH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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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각종 감쇠비에 대한 U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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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6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UHS를 기기 연성도를 고려한 수정응답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기기의 SMA 항복성능과 메디

안 항복성능의 비를 나타내는 안전계수 FSM은 1.5를 사용하 으며 기기

의 변형량은 0.01inch로 가정하여 산정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Hz 이상에서 스펙트럴 가속도가 크게 감소되며 PGA 역시 0.3g에서 

0.27g로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7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부지의 UHS와 수정된 응답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안전계수 및 기기의 변형량은 위와 동일하게 가정하

여 산정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0Hz 구간의 고진동수 역

에서는 스펙트럴 가속도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나 40Hz 이상의 구

간에서는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40Hz 이상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기기의 경우 유효진동수는 스펙트럴 가속도가 매우 큰 구간으로 이

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이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

면 우리나라 원전부지의 UHS는 고진동수 구간에서 스펙트럴 가속도의 증

폭이 매우 크고 경사가 매우 급해 유효진동수의 감소에 따른 증폭이 발생

함을 보여주고 있다. PGA 역시 0.2g에서 0.24g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기가 25Hz 

이하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므로 40Hz 이상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증폭

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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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EUS UHS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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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국내원전부지 UHS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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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입력스펙트럼의 진동수 특성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이를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취약도 분석에 고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또한 기존 EPRI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고진동수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진동수 성분이 우세한 

지진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수정방법을 확립하고 국내 원전부지의 UHS에 

대한 수정 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하 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원전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 우리나라

의 지진 특성이 저진동수 성분이 작고 고진동수 성분이 매우 우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추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 시에는 

이러한 고진동수 지진동 특성이 전기기기와 같이 고진동수 성분에 민

감한 기기의 구조적, 기능적 파괴에 미치는 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고진동수 성분이 우세한 입력지진이 층응답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은 

구조물의 기본 진동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클 경우 고진동수 입력에 의한 층응답스펙

트럼의 증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입력스펙트럼의 형상이 크게 달라질 경우 기기의 취약도 평가에서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럼 형상계수 대신 기기의 응답관련 

변수에서 층응답스펙트럼 형상계수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력 스펙트럼의 형상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반드시 층응답스펙

트럼을 새로 작성하여 기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층응답스펙트럼 작성에는 기존의 내진해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

접 층응답스펙트럼 작성법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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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의 연성도를 고려한 수정응답 스펙트럼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

한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이 요구되나 지진재해도 해석에서 5% 감

쇠비에 대한 지반운동 감쇄식이 제시되고 있어 추후 스펙트럼 형상의 

수정을 위해서는 지진재해도 해석에서 이러한 사항을 반 할 필요가 

있다.

  - 랜덤진동론에 의한 각종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작성방법은 비교적 

보수적인 값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 스펙트럼 작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지진의 고진동수 성분이 미국 동부지역에 비해서도 매우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나 기기연성도에 의해 매우 큰 진동수 역에서 

PGA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기기의 고유진동수

가 존재하는 범위 밖이므로 기기의 내진성능 평가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결과는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UHS에 기초하여 부지 고유 

설계스펙트럼을 작성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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