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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전 주요 기기의 면진효과 분석 - 비상디젤발전기와 변압기를 중심으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04년에 일본과 동

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의 발생시 그 피해는 상상

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면진을 통하여 원전 

전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기기면진은 구조물 전체를 

면진시키는 방법에 비하여 적용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많은 방법이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에서는 구조물과 벌도로 독립되어 설치된 기기들

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기면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면진대상기기로 선정된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수치해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면

진장치를 선정하고 선정된 면진장치에 대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실제 최종적

인 면진효과까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면진대상으로 결정된 두 가지 대표적인 원전의 기기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을 수행하 다. 우선 기

존의 문헌에 나타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면진장

치의 범위를 결정한다. 실제 기기에 면진장치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구

조물에 적용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참고로 하 다. 문헌조사를 통

하여 적용가능한 면진장치의 범위를 축소하고 후보군으로 선택된 면진장치에 대

하여는 실제 수치해석을 통하여 대상 기기에 가장 적합한 면진장치를 선정하도

록 한다. 선정된 면진장치는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진장치의 주요 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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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실제로 적용가능한 면진장치의 개념설계까지 수행함으로서 실제 적용

시 면진효과까지 예측해 보고자 하 다.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해서는 Coil Spring과 Fluid Damper가 결합된 시스

템과 LRB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를 수행하 으며,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 지

진으로는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실제 지진입력을 이용하 다. 

소외변압기의 경우는 FPS만을 사용한 경우와 FPS와 고무베어링이 혼합된 Hybrid 

System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 다. 소외변압기의 경우는 건물 내부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도 부지의 지면에 직접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전의 설계

지진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 비상디젤발전기의 경우 Coil Spring과 Viscous Damper를 이용

한 면진을 위하여 최적의 면진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각 물성을 결

정하 으며, 결정된 면진시스템을 이용한 지진응답해석결과 45% 면진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외변압기는 FPS를 이용한 면진방법을 선택하

여 마찰계수와 FPS의 곡면 곡률반경의 변화에 따른 면진효과를 분석하 다. 분

석결과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FPS의 고유진동수가 작을수록 면진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FPS의 곡률반경을 2.33m로 결정하 고 

변위한계는 15cm로 결정하 다. 이때 최대 69%의 면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변

압기의 면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실증시험을 

통하여 실제 기기에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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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Effectiveness of Seismic Isolation System for Nuclear Equi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many researches about the seismic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because the many strong earthquakes have been happened all over the world, for 

example, the 2004 Niigata and East South Asia Earthquakes. In this study, the 

equipment isolation for the safety of the whole Nuclear Power Plant was determined. 

The equipment isolation is more adaptable and economical than the structural 

isolation. Therefore,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 and Off-site Transformer 

(OST) were selected for equipment isolation in this study. The literature review and 

numerical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e selection of the most suitable isolation 

system.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nvestigation of the isolation effect 

of conceptually designed base isolation system for EDG and OST.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For the selection of suitable base isolation system the literature review and 

numerical analysis were performed. The isolation system for the EDG is selected the 

Coil Spring and Viscous Damper system. The actual seismic design record for Ulchin 

3,4 EDG was used for seismic response analysis. In the case of Off-site Transformer, 

only FPS uses and Hybrid system were select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The 

design earthquake was used in the analysis. After the selection of the most optimal 

isolation system, the conceptual design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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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 of Project

   In this study, the base isolation systems for EDG was selected the Coil Spring 

and Viscous Damper system. Using this system, we can find the 45% isolation 

effect. In case of OST, the FPS was selected for isolation system. The properties of 

the FPS were decided. The radius of curvature is decided 2.33m and the 

displacement limit was 15cm. In this case the isolation effect was 69%.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ndamental materials of the isolation 

of EDG and OST in Korea. It can be adopted to the real EDG and OST after the 

more detail research and mod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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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04년은 5월 29일에 울진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으로 인하여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관심을 모았던 한해

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 23일과 24일에는 일본 니가타에서 규모 6.8이고 

최대지반가속도가 1.5g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하 고 그 여진이 수백여회 계속되

는 일이 발생하 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실제 구조물에 향을 미치는 최대지반

가속도가 지진의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

한 12월 26일에 동남아시에서 발생한 규모 8.9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과 그에 

의한 해일로 인류역사에 손꼽히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진에너지의 크

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 존재하는 주요기기의 면진을 통하여 원전 전체의 안전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주요기기로는 기존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변압기를 선정하 다. 선정된 기

기는 지진시 기기 자체의 안전성보다도 기기의 내진 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 인

하여 노심손상빈도 (Core Damage Frequency: CDF)를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

추었다. 따라서 기기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킴으로서 그에 따라 CDF를 감

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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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목적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성확보가 필요한 시설

물이다. 국내의 경우 일반 구조물에는 내진설계의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인 1978

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건설시 에도 내진설계를 실시하 다. 따라서 격

납건물과 부속건물들은 타 구조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물뿐만 아니라 원전에 존재하는 여러 기기들도 

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충분한 내

진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의 발생시 

원전 기기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주요기기들의 내진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기면진은 전체 

구조물을 면진시키는 것에 비하여 적용이 용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기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면진장치를 이용하여 저감시키므로 서 노심손상빈도

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원전의 면진대상기기로 선정된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변압기

를 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수치해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면진장치

를 선정하고 선정된 면진장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실제 최종적인 면진

효과까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다.

1.2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 변압기의 면진에 관한 연

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널리 이루어지진 않은 분야이다. 실제로 기기면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구조

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상당이 오래된 일이고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우도 면진장치가 설치된 구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기기면진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전 선 등(2002)에 의하여 기기면

진을 통하여 CDF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고 김민규 

등(2004a, 2004b)은 원전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소형 모형기기를 이용한 진동대 실

험을 수행하여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에 대하여는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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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Coil Spring과 Visco Damper 

를 생산하는 여러 외국의 회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GERB사의 경우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진동저감과 면진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있다

(GERB, 2000). 국내의 경우, 울진 3,4호기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

석을 수행한 연구가 수행된 정도이다(한국전력공사, 1999).

  소외 변압기의 경우에는 1999년 Izmit 지진시 많은 변전설비들이 지진피해를 

입은 것에 기인하여 면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Saadeghvaziri와 

Selahttin(2001)은 FPS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면진한 경우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적용성을 분석하 다. Murota와 Feng(2001)은 동일한 

변압기에 대하여 Hybrid system을 적용하여 면진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는 소외 변압기에 대한 면진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1.3 연구방법

  면진대상으로 결정된 두 가지 대표적인 원전의 기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을 수행하 다. 우선 기

존의 문헌에 나타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면진장

치의 범위를 결정한다. 실제 기기에 면진장치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구

조물에 적용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참고로 하 다. 문헌조사를 통

하여 적용가능한 면진장치의 범위를 축소하고 후보군으로 선택된 면진장치에 대

하여는 실제 수치해석을 통하여 대상 기기에 가장 적합한 면진장치를 선정하도

록 한다. 선정된 면진장치는 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진장치의 주요 물성을 

결정하여 실제로 적용가능한 면진장치의 개념설계까지 수행함으로서 실제 적용

시 면진효과까지 예측해 보고자 하 다.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해서는 Coil Spring과 Fluid Damper가 결합된 시스

템과 LRB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를 수행하 으며,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 지

진으로는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실제 지진입력을 이용하 다. 

소외변압기의 경우는 FPS만을 사용한 경우와 FPS와 고무베어링이 혼합된 Hybrid 

System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 다. 소외변압기의 경우는 건물 내부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도 부지의 지표면에 직접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전의 설

계지진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최적의 면진장치를 찾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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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진장치 적용성 분석

  본 장에서는 면진대상 기기로 선정된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 전원의 면진을 

위하여 여러 면진장치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대상기기에 적합한 면진장치의 선

정 및 적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스프링-댐퍼시스템 (Makris and Deoskar, 1996)

  본 절에서는 1994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Northridge 지진시 

스프링과 댐퍼를 이용하여 면진된 구조물의 지진응답거동을 분석함으로서 면진

장치의 효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1.1 개요

  미국 Northridge 지진시 Los Angels 지역에는 3개의 면진된 구조물이 있었다. 

그중에 2개는 탄성받침으로 면진되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코일스프링과 유압

댐퍼를 이용하여 면진되어 있었다. 탄성고무받침을 이용하여 면진된 구조물은 남

가주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병원건물과 Los Angels 소방서 건물

이었다. 마지막으로 코일 스프링과 점성댐퍼를 이용하여 면진된 구조물은 3층의 

강뼈대구조물로서 1990년도에 건설되었다. 건설이 완공된 이후 이 건물은 USGS 

(US Geological Survey) 로부터 지진계가 설치되었고 1994년 Northridge 지진시 심

각한 진동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스프링과 댐퍼를 이용하여 면진된 본 3층 건물

의 지진응답거동을 살펴봄으로서 면진장치의 효율성을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2.1.2 면진장치와 상부구조

  관심이 되는 구조물은 1955 1/2 Purdue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Northridge 지진시 

진원과는 약 24Km 떨어져 있었다. 이 구조물의 사진은 그림 2.1에서 제시하고 

있고 면진장치가 설치된 위치를 표시하는 모식도는 그림 2.2에 제시하 다. 면진

장치는 6개의 동일한 점성댐퍼, 4개의 코일스프링을 하나의 unit으로 구성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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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프링시스템 그리고 2개의 스프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한 9개의 스프

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프링은 구조물의 모든 중량을 지지하게 되며 상

대적으로 낮은 수평방향과 연직방향 강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향으로의 거동이 

가능하게 한다. 점성-유체 댐퍼는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공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구조물은 3층의 강재보강된 구조로서 전체 질량은 62,500kg이다. 

그림 2.1 면진구조물의 형상

 

그림 2.2 면진된 구조물의 모식도

                 

  본 구조물에 사용한 면진장치는 인근의 지하철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내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점탄성

-유체 댐퍼는 면진장치 중에서 매우 복잡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림 2.3에서는 점성댐퍼의 구조에 대한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점성댐퍼는 피스

톤이 고감쇠 유체 속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댐퍼에 사용하는 유

체는 실리콘 겔의 형태로서 단위중량이 930 kg/m3 이고 동점성이 2000Pa□s 이다. 

사용한 각 면진장치의 물성은 실험을 통해서 구해졌는데 다음의 표 2.1에 정리하

다. 압축에 대하여 스프링은 선형적으로 최대 93mm까지 변화하고, 수평방향에 

대해서 선형으로 120mm까지 변형한다. 점탄성 댐퍼의 변위한계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55mm 이다. 이것이 결국 면진장치의 변위한계가 된다. 일반적으로 면진

장치에서 최대변위의 70%까지가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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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점탄성 유체 댐퍼의 구조도

표 2.1 사용한 면진장치의 물성

구 분 물 성

2 spring unit Kx=250 kN/m Kz=700kN/m

4 spring unit Kx=500 kN/m Kz=1400kN/m

점탄성유체댐퍼

Cox=15kN⋅s/m Cox=56.3N⋅s/m

rx=0.7 γx=0.15s
0.7

rz=0.6 γ x=0.3s
0.6

  기초가 고정되어 있을 때 상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7.75Hz이다. 이 진동수는 

면진된 구조물의 진동수보다 상당히 큰 값이므로 면진되었을 경우 상부구조물은 

강체와 같이 거동한다고 할 수 있다. 

2.1.3 관측기록

  Northridge 지진이 발발하 을 때 이 구조물은 규모 Mw=6.7의 지진을 경험했

다. 기초와 1층 그리고 3층에서의 모든 지진기록이 계측되었다. 각 관측된 기록

은 다음의 그림 2.4에 도시하 다. Northridge 지진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최대가속도가 0.4g를 넘어서는 큰 지진인 것을 알 수 있다. 1층과 3층에서의 

가속도 응답을 보면 입력지진의 크기에 비하여 지진력이 크게 증폭되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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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97년 1월 17일 발생한 Northridge 지진시 면진된 구조물의 면진장치 

하부에서 계측된 3방향 지진기록

그림 2.5 1층에서 관측된 기록

 

그림 2.6 3층에서 관측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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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면진효과

    본 구조물의 면진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진되지 않은 동일구조물에 대

한 지진응답을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동일구조물이 고정되

어 있을 경우의 지진응답을 평가하 다. 수치해석결과 3층에서의 최대가속도는 

1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진시 3층에서 관측된 최대가속도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63g 이므로 약 45%의 면진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Coil Spring과 Viscous Damper를 이용한 면진시스템이 지진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2 마찰베어링과 스프링 시스템 (Constantinou et al. 1991)

  본 절에서는 마찰베어링과 스프링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면진장치를 사용하

여 진동대 실험을 통해 그 적용성을 평가한 Constantinou 등의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2.2.1 개요

  탄성받침을 이용한 면진장치는 이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장치이다. 탄성받침은 개념적으로 

스프링과 유사한 개념의 면진장치로서 구조물의 탁월진동수를 지진의 탁월주파

수보다 낮은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서 면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효과는 에너지 흡수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현저하게 지진력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진력의 감소는 면진장치에서 큰 변위가 발생

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탄성 면진장치는 입력되는 지진력의 주파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별히 이러한 시스템은 1985년도 멕시코에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장주기 특성을 가지는 입력지진의 경우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성

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지진파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물의 경우는 면진장

치의 탁월주파수가 0.5Hz 미만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면진장치를 만드

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마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다. 구조물의 전체 질량을 마찰형 면진장치로 지지하게 함으로써 지반가속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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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파수 특성에 관계없이 면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미

끄러지는 구조물은 큰 구변형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구변형을 제어하기 

위하여 복원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여러 마찰형 면진장치의 경우 복원력을 담당하기 위한 장치들과 같이 사용되

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Zayas 등(1987)과 Mokha 등(1990, 1991)에 의해서 

개발된 마찰진자형 시스템(Friction pendulum System: FPS)과 Kawamura 등(1988)에 

의해서 개발된 TAISEI shake 시스템(TASS) 그리고 Mostagel과 Khodaverdia(1987)

에 의해서 개발된 복원-마찰 면진시스템(resilient friction base isolation system: 

R-FPI)이다. 이들 세 가지 면진장치는 Teflon 또는 Teflon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한 

마찰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원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세 가지 면진장치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FPS의 경우는 마찰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으므로 구조물

의 자중에 의해서 마찰재가 곡면을 움직이면서 복원력이 생기게 된다. TASS의 

경우는 탄성마찰 베어링과 평행하게 고무스프링을 사용하여 복원력을 담당하도

록 한다. R-FPI는 마찰베어링에 고무로 이루어진 Core에 의해서 복원력을 일으키

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마찰형 면진장치를 제안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모형구

조물은 1/4 크기의 6층 강뼈대구조물을 사용하 으며, 전체 구조물은  Teflon 마

찰베어링을 이용하여 지지하 다. 복원력은 코일스프링을 이용하여 담당하도록 

하 으며 코일스프링은 연직하중을 전혀 담당하지 않으며 전단변형만을 하도록 

설계하 다.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스프링의 강성을 달리한 경우를 두 

가지로 결정하여 3가지 형태의 실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

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제안한 면진장치가 여러 가지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지진파에 대해서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에 효과적이다.

- 3가지의 다른 실험경우에 대하여 실험대상의 최대가속도, 최대 층간 drift, 그리

고 최대 base shear가 동일한 지진입력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복원력

을 담당하는 코일스프링은 단지 변위만 조절할 뿐이다.

- 세 가지 다른 실험에서 구조물 응답의 주파수 특성이 코일스프링의 강성에 

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스프링은 단지 면진장치의 변위에만 관계하

고 구조물의 주기를 길게 해서 면진장치의 면진효과를 높여주는 데는 전혀 기

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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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실험대상 구조물과 면진장치

  다음의 그림 2.7에서는 실험대상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은 6층의 강뼈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콘크리트 블록을 각 층에

서 사용하여 무게를 조절하도록 하 다. 구조물의 기초부분은 두 개의 W14×90 

단면을 사용하 다. 면진장치는 4개의 마찰형 Teflon 베어링과 코일스프링을 사

용하 다. 동일한 구조물의 비면진시 고유진동수는 0-50Hz 범위의 백색잡음

(White Noise)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 3차모드 까지의 고유진동수는 2.34Hz, 

7.76Hz 그리고 13.28Hz 이다. 

       

그림 2.7 실험대상 구조물

  실험에 사용한 면진장치는 4개의 마찰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마찰베어

링은 8ft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모형구조물의 높이와 면진장치간의 거리의 비

는 2.25로서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slender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마찰베어링

은 다음 그림 2.8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복원력을 담당하는 코일 스프링은 각각 

3개의 스프링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높이는 7.5in 이고, 외

경은 3.1in, 와이어 직경은 0.512in 이다. 면진장치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특성시험을 수행하 으며, 스프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다음의 그림 2.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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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면진장치 개념도

그림 2.9 특성시험에 의한 면진장치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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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실험 결과

  진동대 실험에는 주파수 특성이 상이한 7종류의 실제 지진기록을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지진기록과 그 특성은 다음의 표 2.2에 정리하 다. 

표 2.2 진동대 실험에 사용한 지진기록

구분 명칭 발생일시 성분 PGA PFR*
Imperial Valley 

earthquake El Centro 1940. 5. 18. S00E 0.34g 1-4Hz

Kern County 
earthquake Taft 1952. 7. 21. N21E 0.16g 0.5-5Hz

San Fernando 
earthquake Pacoima 1971. 7. 21. S74W 1.08g 0.25-2Hz

San Fernando 
earthquake Pacoima 1971. 2. 9. S16E 1.17g 0.25-6Hz

Miyagiken-Oki 
earthquake Miyagiken-Oki 1978. 6. 12. EW 0.16g 0.5-5Hz

Tokachi-Oki 
earthquake Hachonohe 1968. 5. 16 NS 0.23g 0.25-1.5Hz

Mexici City 
earthquake Mexici City 1985. 9. 19. N90W 0.19g 0.35-0.55

* PFR: predominant frequency range

  상부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면진장치의 성능은 El Centro 지진을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조물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최대 층

간 drift는 테이블 최대가속도가 0.1g 인 경우에 탄성한계에 근접하 지만 4개의 

스프링으로 면진된 경우에는 0.31g 일 경우에 유사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단순히 비교하면 고정된 경우에 비하여 면진된 경우 3배

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eflon 디스크와 코일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마찰베어링을 이용하여 1/4 크기의 6

층 구조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코일스프링은 복원력을 담당하도록 하

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된 전체 시스템은 고주파 특성을 가지는 El Centro부터 저주파 특성의 

Mexico 지진까지 다양한 주파수 특성의 지진파에 대하여 잘 거동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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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 복원력을 담당하는 장치는 면진장치의 변위를 제어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며 

이것은 특별히 구변위를 감소시키는데 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4개의 

코일스프링을 장치한 경우에 베어링 설계변위에 비하여 구변위는 최소한 

6%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3. 면진은 전체시스템의 주파수를 작은 값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면진장치 면에서의 지진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스프

링장치는 구조물의 주파수특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4. 구조물에서 층응답 가속도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여 phase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반대방향으로 phase가 변화되는 것에 기인하여 층간 전단

력과 전도모멘트 그리고 drift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5. El Centro지진을 사용한 실험결과 면진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3배의 지진력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변압기에 대한 면진 (Saadeghvaziri and Feng, 2001)

  본 절에서는 전력설비중의 매우 주요한 기기중의 하나인 변압기에 대하여 면

진시스템을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분석한 연구 중에서 Saadeghvaziri와 Feng[9]
에 

의한 결과를 정리하 다. 변압기는 본 연구에서도 면진대상기기로 선정되어 있는 

주요기기이므로 앞선 연구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면진방법을 결정하는데 참고

하고자 한다. Saadeghvaziri 와 Feng의 연구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면진시스템으로

서 FPS만을 이용한 경우와 고무베어링과 마찰베어링을 혼합한 Hybrid형태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각각에 대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FPS

  Saadeghvaziri의 연구에서 제작한 모형 변압기는 그림 2.10과 같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기기부는 비교적 단순하게 프레임구조에 mass가 설치되어 있는 형

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압기에서 가장 파손가능성이 높은 bushing은 실제 변압

기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서리의 네 지점에 

FPS를 사용하여 면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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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변압기의 면진효과 실험을 위한 모형구조물

  실험은 PGA를 달리하여 3방향 가진 으로 이루어졌으며 FP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FPS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중에서 대

표적인 결과를 그림 2.11에 도시하 다. 입력지진력의 크기를 1로 하 을 경우 

변압기 각 위치에서의 지진력을 도시한 것이다. FPS로 면진한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의 결과를 보면 변압기 본체부분에서 지진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bushing 상단에서의 지진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적으로 FPS로 면진한 경우 bushing 상단에서의 지진력이 1/5정도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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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FPS 면진에 의한 변압기의 지진력 저감효과

2.3.2 Hybrid System

  변압기와 같이 무게가 가벼운 기기의 경우는 고무베어링을 이용한 면진을 적

용하기가 쉽지 않다. 고무베어링에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현상은 전체의 자중을 지탱하는 마찰베어링과 복원력을 담당하는 고무베어

링을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모형에 대하여 마찰

베어링과 고무베어링은 그림 2.12와 같은 형태로 조합한 Hybrid System을 적용하

여 지진력 저감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마찰베어링과 

2개의 고무베어링을 혼합하여 사용하 다. 

  실험결과는 그림 2.13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방향 가진을 

한 경우와 3방향 가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하 는데 3방향 가진의 경우 

지진력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진파의 연직성

분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진파의 연직성분이 마찰베어링의 마찰력에 향을 미쳤

기 때문이다. 따라서 Hybrid System은 수평성분의 지진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면

진효과를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지만 연직성분이 작용할 때는 효과가 감소 또는 

오히려 악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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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변압기에 적용한 Hybrid System

               (a) 모식도                          (b) 설치된 모습   

그림 2.13 Hybrid System 적용에 의한 변압기의 지진력 저감효과

     (a) 1방향 가진인 경우               (b) 3방향 가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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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기기의 면진효과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원전내의 면진대상 기기로서 비상디젤발전기

와 소외 변압기를 선정하 다. 선정된 각 기기에 적용가능한 면진장치의 선정을 

위하여 기존의 타 연구자들의 관련 면진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2장에서 검토하

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문헌에 의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대상기기별 최적의 면진장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3.1 비상디젤발전기

3.1.1 서론

  지진으로 인해 소외전원이 상실되고, 비상 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발전소는 정전된다. 발전소내 정

전 사건이 발생하면 배터리로부터 직류 전원만이 공급되고 교류 전원은 가용하

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교류 전원이 상실되어 교류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

하는 모든 관련 계통의 기능이 정지된다. 안전 관련 교류전원의 상실 후 배터리

의 가용 시간인 4시간이 지나게 되면, 터빈 구동펌프로부터의 유량을 조절하는 

직류 구동 보조급수 모관 격리밸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터빈 구동 보조

급수 펌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상디젤발전기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것은 CDF를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상으로 하여 면진효과를 분

석하 다. 각 원전별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상디젤발전기

의 동특성은 33Hz 이상의 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PEC, 

1992). 따라서 거의 강체거동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상디젤발전기의 

HCLPF 값은 0.38g이고, 파손모드는 앵커정착부의 파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앵커 정착부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면 EDG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울진 3,4호기의 EDG의 제원은 다음의 표 3.1에 정리하 다. 

  EDG와 같은 기기에 면진장치를 설치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가동시 

발생하는 기계진동이 주변건물이나 다른 기기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spring 

system을 앵커의 위치에 설치하여 진동을 줄이는 경우는 있다. 다음 그림 3.1은 

광 5,6호기 EDG의 앵커 고정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EDG는 그림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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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매입앵커를 이용하여 기 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은 이

유로 울진 3,4호기의 경우는 동일한 EDG에 하여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ring system을 이용하여 기 와 격리하 다. 

구분 Engine Generator

무게(tonf) 97 40

제원(m) 8.75×3.7×4.407 3.15×4.2×3.7

표 3.1 울진 3,4호기 비상디젤발 기의 제원

그림 3.1  5,6호기 EDG의 앵커고정모습

그림 3.2 울진 3,4호기 EDG가 spring으로 지지되어 있는 모습



- 19 -

  울진 5,6호기의 경우 spring 받침을 사용한 이유는 단지 EDG에서 발생하는 기

계진동이 주변 기기와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3.1.2 면진시스템에 의한 지진력 저감효과 분석

  EDG의 지진력 저감효과 분석을 위하여 면진장치로서 널리 사용하는 LRB(Lead 

Rubber Bearing)와 Coil Spring을 선정하여 두 가지 장치의 지진력 저감효과를 비

교해 봄으로서 EDG에 적합한 면진장치를 선정해 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장치

를 선정한 이유는 LRB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하는 면진장치이기 

때문이며 Coil spring은 일부 국내 원전의 EDG에 진동저감을 목적으로 이미 설치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도를 평가해 보기 위해 선정하 다. 실제로 

Coil Spring의 경우는 면진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진동저감용으로 훨씬 더 널리 

사용되는 장치이지만 기존의 비상디젤발전기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적용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실제 지진시 Coil Spring과 점성댐퍼를 사용한 경우 상당한 면진효과

를 발휘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RB와 Coil Spring을 이용한 EDG의 내진성능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 다. 수치해석에는 널리 사용하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SAP2000(Computer and Structure, 1998)을 사용하 다. EDG의 해석모

델은 단순 1자유도 모델로 그림 3.3과 같이 모형화 하 다. 이와 같은 1자유도 

모델이 타당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으로 하는 EDG는 고유진동수가 

33Hz 이상의 고진동수 거동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강체운동과 유사한 거동

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한 해석모델을 구성하는 경우 국부적인 모드에 의

해서 기기 전체의 거동을 올바로 평가하는 데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 다. 

  LRB와 Coil Spring으로 면진된 EDG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을 통하여 각 면진장

치별로 면진효과를 비교하 다.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는 US NRC 

Reg. Guide 1.60(1973)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파를 사용하 다. 사용한 지진파의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은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목표 진동수가 0.5Hz 미만은 되어야 면진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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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DG의 1자유도 해석모델

그림 3.4 US NRC 기준을 준용한 입력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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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il Spring

  Coil Spring은 가장 기본적인 면진 제진장치로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한 면진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지진력 저

감장치로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면진 및 제진장

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dule화 된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3.5 Module화 되어있는 Coil Spring System

  Coil Spring을 사용한 EDG의 면진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Coil Spring의 횡방향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스프링 요소는 그림 3.3의 8개 지점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입력지진의 최대가속도는 국내 내진설계

기준인 0.2g로 변환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입력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스프링 요소의 횡방향 강성은 목표 진동수가 0.5Hz 미만으로 

설계되었을 때 면진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횡방향 강성에 따른 면진효과

를 살펴보기 위하여 목표 진동수를 0.3Hz∼3Hz까지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설치된 스프링요소의 목표 진동수에 따른 EDG에서 계측된 최대 가속도는 

다음의 표 3.2와 그림 3.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2 스프링요소에 따른 최대응답가속도

목표 진동수 (Hz) 0.3 0.5 1 2 3

최대응답가속도 (g) 0.120 0.150 0.279 0.499 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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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스프링요소의 강성변화에 따른 EDG에서의 최대응답가속도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입력지진인 0.2g보다 작은 응답을 나타내려면 사용한 스

프링의 목표 진동수가 0.5Hz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면진효과가 

우수한 스프링의 목표 진동수가 0.3Hz인 경우에 대하여 EDG에서의 가속도 응답

을 그림 3.7에 도시하 고 응답스펙트럼은 해석을 수행한 모든 진동수에 대하여 

그림 3.8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가속도가 60%로 감소한 것

뿐만 아니라 고주파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원전의 설계 지진가속도가 현행 0.2g에서 0.3g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PGA를 0.3g로 조정한 수치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

행한 해석은 탄성해석이므로 하중이 1.5배 증가하면 응답도 동일하게 1.5배 증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해석은 수행하지 않고 

0.2g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0.3g를 가진 하 을 경우의 해석결과를 예측하도록 

한다.

그림 3.7 목표 진동수 0.3Hz인 스프링을 사용한 경우 EDG에서의 가속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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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스프링의 횡방향 강성 변화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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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RB

  LRB는 고무와 철판이 조합된 적층고무받침에 감쇠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납

봉을 중간에 삽입시킨 형태의 면진장치이다. 현재 대부분의 구조물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면진장치이다. 약 100ton 중량의 EDG에 적합한 LRB를 설계하여 

그림 3.9와 같이 정의되는 LRB의 물성치에서 유효강성은 다음의 표 3.3과 같이 

결정하 다.

그림 3.9 LRB의 횡방향 하중-변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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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EDG 면진을 위한 LRB의 물성

구분 유효강성(tonf/m) 2차강성 (tonf/m) 등가감쇠 (%) 항복하중 (tonf)
기호 Keff Kd ξeq Fy

제원 44.896 27.751 22.658 1.428

  결정된 물성에 따라 EDG의 1자유도 모델에 4개의 LRB를 설치하여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 다. Coil Spring의 경우는 최대가속도가 0.2g 인 경우에만 해석을 

수행하 으나 LRB의 경우는 비선형 거동을 하므로 0.3g인 경우에도 해석을 수행

하여 지진력 저감효과를 비교하 다. 해석결과로서 가속도 시간이력과 응답스펙

트럼 그리고 LRB의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각각 그림 3.10∼3.12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가속도를 0.3g로 가진한 경우 LRB의 비선형성이 

크게 발생하여서 면진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LRB로 면진된 DG의 응답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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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LRB로 면진된 DG의 가속도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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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LRB의 변위-하중 이력곡선(E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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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면진시스템에 따른 CDF 저감효과 평가

  비상디젤발전기의 지진력 저감에 따른 CDF변화를 각 PGA별로 도시하면 그림 

3.13과 같다. 본 결과는 광 5,6호기를 대상으로 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결

과에 따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디젤발전기의 지진력 저감만으

로 CDF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CDF의 감소

비율은 면진효과가 증가할수록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면진으로 비상디젤

발전기의 내진성능이 5% 증가하 을 경우 CDF도 유사하게 5% 감소하지만 내진

성능이 50% 증가하 을 경우에는 20%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Coil Spring과 LRB를 이용한 면진을 통하여 CDF의 저감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 탄성거동을 하는 

Coil Spring의 경우는 지진력의 증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진력 저감률을 가지며 

LRB의 경우는 지진력이 증가할수록 면진효과가 우수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LRB의 경우 상당히 우수한 지진력 저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DF 저감률을 보면 Coil Spring의 경우와 LRB의 경우 1% 정도의 차이밖

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비상디젤발전기의 지진력 저감에 따른 CDF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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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면진장치와 입력최대가속도에 따른 CDF 저감률의 차이

PGA 최대 응답 가속도 지진력 저감률 CDF 저감률

Coil Spring
0.2g 0.12g 40% 18.8%
0.3g 0.18g 40% 18.8%

LRB
0.2g 0.066 67% 21.5%
0.3g 0.079 74% 22.0%

3.1.4 비상디젤발전기의 최적 면진방식 결정

  CDF저감률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RB를 사용하는 것이 비상디젤발전

기의 면진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진력 저감률

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CDF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지진력 저감이 크게 이루어지더라도 CDF감소율은 어느 정도 값 이하로 감

소하지 않고 수렴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LRB의 지진력 저감효과가 Coil Spring

보다 우수하지만 CDF 감소율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EDG의 연직성분 

진동저감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Coil Spring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Coil Spring의 감쇠력이 적은 것은 감쇠기를 병행설치 함으로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DG의 면진을 위한 면진장치로는 

Coil Spring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소외 변압기

3.2.1 서론

  원전의 소외 전원과 관련된 구조물 및 기기는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취약도 

값이 상당히 낮으며, 특히, 절연 애자와 같이 내진 능력이 없는 부품의 파손이 

소외 전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지진으로 인한 스위치 야드의 고장 

시에는 터빈과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이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기동하여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비상 디젤발전기가 기동하여 안전 관련 계통에 전원이 공급되면, 

이차측 열제거 계통 또는 주입 및 방출 운전을 통해 발전소를 안전 정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전원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나

는 것이다. 소외전원의 기기 중에서 면진으로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기로

는 변압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소외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여 면진을 통한 지진

력 증가와 그에 따른 CDF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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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변압기는 울진 5&6 호기의 345kV 변압기로서 그 

구조는 그림 3.14와 같으며, 변압기의 제원은 표 3.5와 같다.

그림 3.14 소외 변압기의 정면도

표 3.5 변압기 제원

전 체 치 수

가   로 6,980 ㎜
세   로 5,075 ㎜
높   이 8,055 ㎜

수 송 치 수

가   로 5,315 ㎜
세   로 3,340 ㎜
높   이  6,450 ㎜

중       량

수송중량(철도운송) 145 tonf

유   량 28 tonf
총 중 량 186 t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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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면진시스템에 의한 지진력 저감효과 분석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압기와 같은 저중량 기기는 고무베

어링보다는 FPS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변압기를 위

한 면진장치는 FPS로 결정하고 FPS의 주요 물성변화에 따른 면진특성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울진 5,6호기의 345kV 변압기의 수치해석 모형

을 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해석모델을 생각하 다. 첫째는 변압기의 각 부분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집중질량과 보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stick model로서 그

림 3.15에 제시하 다. 두 번째는 그림 3.1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EDG를 수치모

형화 했던 것과 동일한 형상의 집중질량 모형이다. 변압기의 경우는 bushing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bushing에서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림 3.15와 

같은 stick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적인 거동에서 구조물의 진동특성

과 면진효과만을 살펴보는데는 단순 1자유도 모델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압기의 고유진동수인 15Hz에 해당하는 1자유도 모델을 구성하 다. 

그림 3.15 변압기 stick 모델(한전전력연구원, 2001)

       

그림 3.16 변압기 1자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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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을 위한 FPS는 목표 진동수를 달리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 으며, 마찰계수

의 특성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 다. 각각은 다음의 표 3.6과 3.7에 정리하 다.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은 EDG의 경우와 동일하게 US NRC의 설계지진

을 이용하 고 PGA도 0.2g와 0.3g의 두 단계로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6 FPS의 곡률반경

FPS 목표 진동수 FPS 곡률반경

2초 0.99m

3초 2.33m   

표 3.7 FPS의 마찰계수

Fmin Fmax

Low 0.03 0.06
Medium 0.06 0.10

High 0.08 0.15

마찰계수와 입력지진이 PGA에 따른 가속도시간이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그리

고 변위-하중 이력곡선은 다음의 그림에 도시하 다. 그림 3.17 ~ 그림 3.20의 가

속도 시간이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가속도 수준이 높은 경우 면진효과가 우

수하게 나타나며 또한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면진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 그림 3.22의 응답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마찰계수에 따라

서 탁월주파수 역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마찰계수가 적을 경우 FPS의 실

제 목표 진동수가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 그림 3.24의 변위-

하중 이력곡선을 보면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발생변위는 증가하고 지진력 저감효

과가 증가하는 결과를 확연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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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 가속도 시간이력(0.2g, 2초)

(a) Low Friction

(b) Medium Friction

(c) High Friction



- 32 -

그림 3.18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 가속도 시간이력 (0.3g, 2초)

(a) Low Friction

(b) Medium Friction

(c) High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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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 가속도 시간이력 (0.2g, 3초)

(a) Low Friction

(b) Medium Friction

(c) High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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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 가속도 시간이력 (0.3g, 3초)

(a) Low Friction

(b) Medium Friction

(c) High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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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가속도 스펙트럼 (2초)

(a) 0.2g

(b)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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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면진된 변압기의 지진응답가속도 스펙트럼 (3초)

(a) 0.2g

(b)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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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변압기의 면진된 FPS의 변위-하중 이력곡선 (2초)

(a) 0.2g

(b)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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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변압기의 면진된 FPS의 변위-하중 이력곡선 (3초)

(a) 0.2g

(b) 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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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진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림 3.25에 PGA와 

FPS의 곡률반경 그리고 마찰계수에 따라 변화하는 기기에서의 최대응답가속도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찰계수가 증가할수록 면진효과가 감소하

며 FPS의 곡률반경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의 면

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찰계수가 작고 고유진동수가 작은 FPS를 제작하여 설

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5 PGA, FPS 곡률반경, 마찰계수에 따른 변압기의 최대응답가속도

(a) 0.2g                               (b) 0.3g

3.2.3 면진시스템에 따른 CDF 저감효과 평가

  소외 변압기의 지진력 저감에 따른 CDF변화를 각 PGA별로 도시하면 그림 

3.26과 같다. 본 결과는 광 5,6호기를 대상으로 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결

과에 따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디젤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소외

변압기의 지진력 저감만으로 CDF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그 저감률은 비상디젤발전기보다는 작다. 비상디젤발전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FPS를 이용한 경우 CDF의 저감률을 표 3.8에 정리하 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FPS를 이용한 면진의 경우 지진력 저감률이 30%를 넘어

선 경우 그에 의한 CDF 저감률은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진력 저감률은 최대 69%에서 29% 까지의 폭으로 변화하지만 CDF 저감률은 

최대 12.1%에서 최소 9.2%로 3% 이내에서 변화한다. 따라서 30% 이상이 지진력 

저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CDF의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미미하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면진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40 -

그림 3.26 소외변압기의 지진력 저감에 따른 CDF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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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면진장치와 입력최대가속도에 따른 CDF 저감률의 차이

PGA 목표주기 마찰계수 응답 가속도 지진력 저감률 CDF 저감률

0.2g

2초
Low 0.088 56% 12.6%

Medium 0.114 43% 11.7%
High 0.143 28%  9.2%

3초
Low 0.074 63% 13.4%

Medium 0.108 46% 11.7%
High 0.141 29%  9.2%

0.3g

2초
Low 0.121 60% 13.1%

Medium 0.140 53% 12.3%
High 0.172 43% 11.7%

3초
Low 0.093 69% 13.9%

Medium 0.121 60% 13.1%
High 0.163 46% 11.7%

3.2.4 소외 변압기의 최적 면진방식 결정

  2장에서 제시한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본 절에서의 해석결과를 바탕

으로 고려해보면 소외변압기는 FPS를 사용하여 충분하게 지진력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CDF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 가능한 FPS중에서 

마찰계수가 적고 고유진동수가 적은 FPS를 제작해서 면진에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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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진장치의 최적 개념설계

4.1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장치 개념설계

4.1.1 스프링 기초의 설계개념

가. 기본개념

  많은 진동제어 장치 중에서 코일스프링 요소는 가장 이상적인 탄성거동을 하

는 요소이다. 이러한 스프링은 5에서 250mm의 정적변위까지 설계가 가능하며, 

연직방향의 고유진동수는 7Hz에서 1Hz 까지의 범위를 갖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코일스프링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음.

2. 부식에 대한 대비가 될 경우 거의 무한대의 수명을 갖는다.

3. 시간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와 같은 물성의 변화가 없다.

  더 나아가서 코일 스프링은 횡방향에 대해서는 높은 탄성거동을 갖게 한다. 이

것이 디스크 형태나 판형의 스프링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특징이다. 많은 경우에 

완전한 진동제어를 위해서는 수평방향 탄성특성이 필요하다. 특별히 진동제어를 

위한 기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여러 방향성을 가진 경우에 이러한 특징은 반드

시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진동제어와 동시에 면진효과를 얻기 위한 경

우에는 이러한 수평강성은 반드시 필요한 특징이다. 

  스프링의 설계에 있어서 스프링의 수평방향 강성은 적절한 스프링의 형상을 

선택함으로써 연직강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넓은 범위를 갖도록 설계할 수 있다. 

DIN2089에서는 스프링의 수평강성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DIN2089의 식을 조금 수정하여 설계에 맞도록 제시하 다.

  다음의 그림 4.1에 제시한 정의를 사용하여 스프링의 연직강성을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kz=
Fz
z
=

d4⋅G

8⋅n⋅D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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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프링의 설계를 위한 각 변수의 정의 

수평강성과 수직강성의 비에 해당하는 강성비는 ηk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관

계로 정의한다.

ηk=
ξ

ξ-1+
1/λ

0.5+
G
E

⋅ε⋅tan(λ⋅ξ⋅ε)
(4.2)

또한 

ε= (0.5+GE )(
G
E
+
1-ξ
ξ ) (4.3)

여기서 

ξ=
z
L0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λ=
L0
D  (slenderness ratio)

γ=
z
D (relative spring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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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4.2는 γ값이 0.1에서 1.8의 범위에 있고, λ값이 1에서 4의 범위에 있

을 때 강성비 ηk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화된 스프링 압축인 ξ의 설계범위는 

일반적으로 0.1에서 2/3의 범위에 있다.

그림 4.2 relative spring compression γ에 대한 강성비, ηk (GERB, 2000)

나. 좌굴에 대한 안정성

  스프링에 대하여 좌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면 스프링의 횡방향 강성을 결

정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하게 된다. DIN2089에서는 스프링의 압축지수 zk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Zk=L0⋅
0.5

1-
G
E

⋅

ꀌ

ꀘ

︳︳︳︳︳︳︳︳
1- 1-

1-
G
E

0.5+
G
E

⋅(
π⋅D
ν⋅L0 )

2
ꀍ

ꀙ

︳︳︳︳︳︳︳︳ (4.4)

여기서, ν는 스프링의 양단 고정조건을 정의하는 상수로서 0.5에서 2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위 식의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항이 음수가 되거나 압축력의 수준이 

Zk보다 작을 경우 좌굴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좌굴에 대한 안정성은 위의 그림 

4.2에서도 알 수 있다. 코일스프링의 좌굴은 그림 4.2에서의 λ선이 아래쪽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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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교차할 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프링에서 ξ가 0.1에서 2/3 

사이의 값을 가질 때는 λ가 2.6보다 클때만 좌굴이 발생하게 된다.

  스프링이 좌굴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좌굴에 대한 안전성

을 좌굴하중 Fk와 실제 스프링하중 F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좌굴계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Ik=Fk/F (4.5)

DIN17221에서 정의하고 있는 강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코일스프링의 경우 좌굴계

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SIk=1.312( ( λγ -1)
2

+
4.268

γ
2 -( λγ -1)) (4.6)

따라서 좌굴에 대한 안정성은 relative spring compression인 γ와 spring slenderness 

ratio λ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18에서는 0.1에서 2.0까지 범위를 갖는 SIk곡선

을 6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곡선을 이용하여 스프링의 강성비 ηk를 알면 좌굴

에 대한 안정성을 구할 수 있다. 

4.1.2 비상디젤발전기의 스프링기초 설계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장치 적용성 검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디젤발전

기에 설치하는 스프링 시스템의 목표 고유진동수는 0.5Hz 미만으로 설계하는 것

이 최대한의 면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스프링은 

상부기기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직방향 

고유진동수와 정적변위와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스프링의 수평방향 강

성과 수직방향 강성의 비를 조절하여 원하는 수평강성의 스프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대상으로 하

여 스프링기초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실제 적용하 을 경우의 면진효과까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울진 3,4호기에 대하여 스프링의 수

평/수직 강성비와 정적변위의 변화에 따른 수평방향 고유진동수를 계산하여 그림 

4.3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성비가 0.2인 경우 정적변위가 

15cm 이상이거나 강성비가 0.1인 경우 정적변위가 1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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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진동수가 0.5Hz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성비를 조절하고 정적변

위를 결정하여 효과적인 스프링 기초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정적변위와 강성비에 따른 수평방향 고유진동수의 변화

  실제로 수평강성이 0.5Hz에 해당하는 제작 가능한 스프링 기초의 설계를 위하

여 수직강성과 수직고유진동수를 산출하 으며 위의 식 4.1을 이용하여 코일스프

링의 와이어 직경과 코일의 직경 그리고 감긴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식 4.2를 이용하여 스프링에서 전체길이와 정적변위와의 비를 나타내는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 ξ)에 따른 코일의 직경, 전체길이 그리고 정적 수

직변위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각 설계변수들을 결정하기 위

하여 ξ의 변화에 따른 각 변수들의 값의 변화를 산출하여 다음의 그림 4.4(a)에서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제작이 불가능한 의미 없는 값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최적변수를 찾기 위하여 그림 4.4(b)에서는 구간을 확대하여 도시

하 다. 또한 좌굴에 대한 최적의 안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ξ의 값에 따른 좌굴

계수를 표 4.1에 제시하 다. ξ값이 클수록 정적변위가 감소하고 코일의 직경과 

연직변위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스프링의 안정성 (stability)를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안전율의 최소값이 1.1이므로 결과적으로 ξ의 최대값이 0.56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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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ξ)에 따른 설계변수들의 변화

(a) 전체구간

(b) 구간확대

  

표 4.1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ξ)에 따른 좌굴안전율의 변화

Normalized Spring Compression 0.51 0.52 0.53 0.54 0.55 0.56 0.57

Safety Factor against Buckling 1.14 1.13 1.12 1.11 1.10 1.10 1.09

  위와 같이 결정된 설계변수들에 따라서 다음의 표 4.2에 정리한 바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스프링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때의 스프링은 비상디젤발전기 전체

에 200개의 개별 스프링을 이용하여 지지한 것으로 가정하 으며 200개의 개별 

스프링은 10개씩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20개의 set가 비상디젤발전기를 지지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하나의 모듈은 2개씩 5줄로 스프링을 배치하 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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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5에 각 스프링장치에 대한 정면도를 제시하 다. 

표 4.2 결정된 단위 코일스프링의 설계변수

항목 단위 spring 1 spring 2
와이어 직경 (d) mm 7 8
코일 직경 (D) mm 90 90
감긴수 (n) - 5 8
전체높이 (L) mm 235 235
정적변위 (z) mm 131 131

그림 4.5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한 스프링 도면

470mm

235mm

470mm

235mm

(a) Spring 1                               (b) Spring 2

4.1.3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효과 검토

  결정된 스프링 기초의 면진효과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해당 부지의 설계지진

을 이용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스프링의 배치에 따른 최적의 모델을 비교

하 다. 해석에 사용한 모델은 스프링의 배치에 따라 다음 그림 4.6과 같으며 비

상디젤발전기의 무게중심의 향을 고려하여 배치한 경우는 그림 4.6(a)에, 등간

격으로 배치한 경우는 그림 4.6(b)에 도시하 다. 해석결과 스프링의 배치가 지진

응답에 미치는 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게중심의 향을 고

려한 것이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석모델은 Model 1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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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상디젤발전기의 효율적인 스프링배치 검토를 위한 해석 모델

(b) Model 2

(a) Model 1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은 울진원전의 설계지진에 대한 FRS를 구하여 

사용하 으며 각 성분별로 가속도 시간이력은 그림 4.7에 도시하 고 응답스펙트

럼은 그림 4.8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RC의 설계지진과 상당

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입력지진으로 사용한 울진 5&6호기 지표면의 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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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입력지진의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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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응답 해석시 결정된 스프링 외에 변위의 제어를 위하여 댐퍼를 추가로 설

치하여 지진력 저감효과를 비교하 다. 댐퍼는 6개를 설치하도록 하 으며 균등

하게 배치하여 감쇠값의 변화에 따른 응답의 변화를 구하 다. 그림 4.9에서는 

설치된 댐퍼의 감쇠계수 변화에 따른 면진된 비상디젤발전기의 최대변위를 도시

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쇠계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가 감소하지만 각 

댐퍼의 감쇠계수가 20tf/m/s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변위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때의 최대변위는 4.9cm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최대변위는 

대상으로 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최대변위로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한 댐퍼의 감쇠계수는 20tf/m/s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한 스프링과 댐퍼의 특성을 표 4.3에 정

리하 고 결정된 면진장치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효과를 표 4.4에 정리하

다. 

그림 4.9 감쇠계수 변화에 따른 최대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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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비상디젤발전기의 면진을 위한 스프링, 댐퍼의 물성

항목 물성 비고

스프링
수평강성 0.85 tf/m 200EA 

(10EA 1set, 총 20set)수직강성 6.5 tf/m
댐퍼 감쇠계수 20 tf/m/s 6EA

표 4.4 면진된 비상디젤발전기의 지진력 저감효과

최대응답 가속도 정적 수직변위 수평최대 상대변위 지진력저감

0.12g 13.1cm 4.9cm 45%

4.2 소외변압기의 면진장치 최적 개념설계
  전술한 바와 같이 소외변압기의 면진방식으로는 마찰형 면진장치의 하나인 

FPS를 결정하 다. FPS의 설계시는 FPS 곡면의 곡률반경과 마찰계수 그리고 최

대 허용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FPS 곡면의 곡률반경과 마찰계수는 3장의 적용

성 평가에서 이미 결정한 바와 같이 목표 진동수가 3초인 경우의 2.33m의 곡률

반경과 0.03, 0.06의 마찰계수를 갖도록 결정하 다. 

  본 절에서는 소외변압기에 대한 면진장치로서 FPS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진응

답해석을 통하여 FPS에서의 상대변위를 관측하므로 서 최대 허용변위를 결정하

고자 하 다. 해석결과 FPS의 마찰계수와 PGA에 따른 FPS에서의 상대변위 시간

이력은 그림 4.10에 도시하 다. 또한 각 경우의 발생한 최대변위를 정리하여 그

림 4.11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지진이 0.3g 인 경우 13.6cm

의 최대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변위한계는 15cm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소외변압기의 면진을 위한 FPS의 물

성을 다음 표 4.5에 정리하 고 정해진 물성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 4.12와 같이 

도면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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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FPS의 물성과 PGA에 따른 최대변위

(a) 0.5Hz, 0.2g

(b) 0.5Hz, 0.2g

(c) 0.33Hz, 0.2g

(d) 0.33Hz,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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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PGA와 마찰계수에 따른 최대변위의 변화

(a) 0.2g

(b) 0.3g

표 4.5 소외변압기의 면진을 위한 FPS의 물성결정 및 지진력 저감효과

곡률반경 마찰계수 변위한계 지진력저감

2.33m 0.03, 0.06 15cm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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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소외변압기 면진을 위한 FPS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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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서 노심손상빈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기기로서 선정된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 변압기에 대하여 적절한 면진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진력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각 면진시스템에 따른 기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CDF 

저감효과를  분석하 으며 최종적으로 각 기기별 최적의 면진장치를 선정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한 면진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최종적으로 개념설계

가 완료된 면진기기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을 통하여 면진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DG의 면진효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진동저감

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Coil Spring 시스템이 지진시 우수한 

면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Coil Spring

과 LRB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두 가지 면진장치 모두 우수한 

면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DG의 경우는 지진시의 면진

효과뿐만 아니라 가동 중의 연직방향 진동저감의 효과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Coil Spring을 이용한 면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 Coil Spring과 Viscous Damper를 이용한 면진을 위하여 최적의 면진시스템에 대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각 물성을 결정하 으며, 결정된 면진시스템을 이용한 

지진응답해석결과 45% 면진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외변압기의 지진력 향상을 위해서 FPS를 이용한 면진방법을 선택하여 마찰

계수와 FPS의 곡면 곡률반경의 변화에 따른 면진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마찰계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FPS의 고유진동수가 작을수록 면진효과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FPS의 곡률반경을 2.33m로 결정하 고 변

위한계는 15cm로 결정하 다. 이때 최대 69%의 면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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