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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월성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의 내진설계에는 US NRC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준응답 스펙트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지진학 및 지

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에 근거한 입력지진의 설정이 권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이 대부분 완료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 설

계 및 평가용 지진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원전의 내진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월성 

원전 주변 단층에 대한 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단층에 대

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른 근거리지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지진, 근거리지진,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평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내진안전성 확보에 활용하

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주요 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지진응

답 해석을 위해 우리나라 원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계지진, 시

나리오지진, 근거리지진을 입력으로 사용하 다. 이때 설계지진 및 시나리

오지진은 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을 작성하여 사용

하 으며 근거리지진으로는 실제 계측된 30여개의 지진기록을 사용하 다.

  월성 격납건물의 비선형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입력지진 강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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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높이별 가속도 및 최상단의 변위 응답을 구하 으며 격납건물의 내력

을 평가하기 위해 밑면전단력을 구하 다. 또한 원전 구조물 내부에 설치

되는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층응답 스펙트럼을 평가하 다.

  주요안전관련 기기로는 유체저장 탱크, 전기캐비넷, 펌프를 선정하여 각

각에 대한 지진응답을 평가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원전 격납건물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응답 스펙트럼

에 의한 가속도, 변위, 전단력응답이 시나리오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비해 

크게 나타나 월성 격납건물의 경우 탄성한계 내에서는 비교적 내진여유도

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유진동수가 4Hz 부근인 격납건물

은 근거리지진이나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손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격납건물이 비선형거동을 하면서 변위 응답값이 급격히 증가함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탄성한계 내에서는 충분한 내진여유도를 가진다 할

지라도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한다면 변위에 기반한 내진여유도의 재평

가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주요안전관련 기기 중 전기캐비넷과 펌프는 고진동수 특성이 큰 시나리

오지진에 대한 응답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원전 구조물 내부에 설치

된 주요 기기의 내진성능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지진동 특성인 고진동수 성분이 저평가되

어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지진취약도 분석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원전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면진장치 등의 지진력 저감장치 도입으로 인한 내진성능향상 평가

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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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Wolsung NPP Structure and 

Equipment Subjected to Scenario Earthquak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tandard response spectrum proposed by US NRC has been 

used as a design earthquake for the design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However, i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seismological and geological of Korea. Recently, it is recommended to 

set the input earthquake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And the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for most of the Korean NPP sites had been completed. 

Itis possible to develop the scenario earthquakes for the seismic design 

and seismic safety evaluation of NPP structures and equipment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scenario earthquake to reevaluate the seismic 

safety of the NPP. Recent large earthquakes occurred in near-fault 

zone have done significant damage and loss of life to earthquake area. 

A survey on some of the Quaternary fault segments near the Korean 

NPP is ongoing. Therefore the seismic behavior of structures subjected 

to the design earthquake, scenario earthquake and real near-fault 

earthquakes should be estimated to secure the seismic safety of NPPs.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the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Wolsung NPP 

structure and equipment were performed. Three types of input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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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time histories that envelop the US NRC Regulatory Guide 1.60 

spectrum and the probability based scenario earthquake spectra 

developed for the Korean NPP site and a typical near-fault earthquake 

recorded at thirty sites, were used as input motions.

  The acceleration responses were measured at various height. The 

displacement responses were measured at the top of the structure. The 

Shearforce responses were also measured at the bottom of the 

structure to check the resisting force. The floor acceleration response 

which is essential to estimate the seismic safety of the components 

installed in a building was estimated.

  We estimated the seismic response to each by selecting the 

condensate storage tank, electrical cabinet and pump.

IV. Result of Project

  The acceleration, displacement and shear force responses of Wolsung 

containment structure due to the design earthquake were larger than 

those due to the other input earthquakes. It seems that the design 

earthquake for the Korean NPP is conservative, and that the near-fault 

earthquake and scenario earthquake are not so damageable for Wolsung 

NPP structure. But, considering displacement response increases 

abruptly as Wolsung NPP structure does nonlinear behavior, the 

reassessment of the seismic safety margin based on the displacement 

is necessary if the structure does nonlinear behavior ; although it has 

adequate the seismic safety margin within elastic limit.

  Among the main safety-related devices, electrical cabinet and pump 

showed the large responses on the scenario earthquake which has the 

high frequency characteristic. This has great effects of the seismic 

capacity of the main devices installed inside of the building. This 

means that the design earthquake is not so conservative for the safety 



- vii -

of the safety related nuclear power plant equipments.

  

V. Proposal for Application

  In this study, the only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Wolsung NPP 

structure and equipment were performed. In other to assess the seismic 

safety and the seismic capacity of NPP structure and equipment, more 

work on the seismic fragility assessment and seismic isolation system 

must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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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비롯한 주요 기간산업 시설의 내진안전성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의 설계에는 미국 NRC Regulatory Guide 1.60[1]

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SSE(Safe Shutdown 

Earthquake)의 최대지반가속도 값으로 스케일링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지진학 및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NRC Regulatory Guide 1.165[2]를 제안하고 확률론적 지

진재해도 해석 결과에 근거한 입력지진의 설정이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가동 중 및 신규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위험도 평가의 일환

으로 대부분의 원전 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이 완료된 상

태에 있다. 따라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결과에 근거한 시나리오지진에 대

한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원전 부근의 단층이 활성으로 판명될 

경우 주변에 위치한 원전 구조물 및 기기들에 대한 내진안전성의 재평가

는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지와 가

까운 주변 단층에서 발생하는 근거리지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지진 다발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근거리지진에 의한 원전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가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 해석을 

확률론적 지진재해도에 근거한 시나리오지진, 단층 부근에서 발생하는 근

거리지진, 그리고 일반적인 원전의 설계지진에 대해 수행하여 그 응답을 

평가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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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력 지진동

제1절 확률론적 시나리오지진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의 설계에는 US NRC에서 제시한 Regulatory 

Guide 1.60[1]의 표준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표준응답 

스펙트럼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

로 저진동수 역에서 매우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진동수 

역에서는 비보수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3]. 최근 미국 서부 및 동부 지

역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와 이에 근거한 스펙트럼의 개발을 통해 표준

응답 스펙트럼의 사용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미국에서는 지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을 구성

하는 평가항목의 하나인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을 확장하여 장래 부지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진의 제원(규모, 거리) 및 지진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2]. 이 방법에서는 확률론적 지진위험도 곡선 상에서의 년 초과확률에 대

응하는 지진동 크기 이상의 지진동을 발생시키는 지진의 집합으로부터 발

생확률이 지배적인 지진의 제원(규모, 거리)을 설정한다. 여기서 설정된 지

진을 확률론적 시나리오지진(Probability Based Scenario Earthquakes)이

라고 부른다.

  일본에는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를 이

용한 시나리오지진 작성법을 개발 완료한 바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을 위해 월성

원전부지의 시나리오지진을 작성하여 사용하 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도 해석

  

  월성원전에 대한 지진재해도 해석은 EPRI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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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팀의 지진입력자료[6] 및 감쇄식을 이용하여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지

진재해도 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의 지진재해도 곡선

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에서는 월성원전 부지의 PGA(Peak Ground 

Acceleration) 및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Spectral Hazard Curves)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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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09

1.00E-08

1.00E-07

1.00E-06

1.00E-05

1.00E-04

1.00E-03

1.00E-02

0 200 400 600 800 1000

Acceleration(gal)

P
(A

>
a
)/

Y
e
a
r PGA

25Hz

10Hz

5Hz

1Hz

0.5Hz

2. 지진재해도 재분해 및 시나리오지진 설정

  

  본 연구에서는 US NRC Regulatory Guide 1.165[2]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시나리오지진을 작성하기 위해 지진재

해도 재분해을 수행하 다.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참조확률에 

따른 스펙트럴 가속도 수준, 평균 스펙트럴 가속도 수준, 스펙트럴 가속도

의 중앙값 초과확률을 1, 5, 10Hz 각각의 스펙트럴 가속도에 대해 구하

다.

  식 (2.1) 및 (2.2)를 이용하여 1Hz 및 5Hz와 10Hz의 평균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지진을 설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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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m
m∑

d
P(m,d) i                           (2.1)

Ln(D c)=∑
d
Ln(d)∑

m
P(m,d) i                     (2.2)

여기서, Mc : 평균규모

 Dc : 평균거리

 m : 각 규모구간의 대푯값

 d : 각 거리구간의 대푯값

 Ln : 자연대수

 P(m,d) i  : 각 규모구간 및 거리구간의 기여율

             표 2.1 원전 부지에 대한 시나리오지진

1Hz 5-10Hz

M6.4, 9.0Km M6.2, 13.0km

3.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단층의 길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에 대한 경험식은 많이 제

안되어 있으며 이들 식들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자료를 참고로 하여 경험

적으로 제시된 식들이다. 이들 식들의 단층길이와 지진규모의 관계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7].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경험식으로 단층 길이

에 따른 발생 가능한 지진을 산정할 경우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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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 = 1.32 M - 7.99 (Iida,1965)                   
 Log L = 1.02 M - 5.72 (Tocher,1958)
 Log L = 0.6  M - 2.9    (Matsuda,1975)
 Log L = 0.62 M - 2.57 (Wells & Coppersmith,1994:SS)
 Log L = 0.58 M - 2.42 (Wells & Coppersmith,1994:R)
 Log L = 0.59 M - 1.88 (Wells & Coppersmith,1994:N)
 Log L = 0.59 M - 2.44 (Wells & Coppersmith,1994:All)
 M = 6.10 + 0.70 log L (Bonilla, 1984)
 M = 5.20 + 1.17 log L (Archarya, 1979)
 M = 5.71 + 0.916 log L (Bonilla, 1984:R)
 M = 6.24 + 0.619 log L (Bonilla, 1984:SS)
 M = 6.03 + 0.76 log L (Bolt, 1978)
 M = 0.809 + 1.131 log L(m) (Slemmons, 1982:N)
 M = 2.021 + 1.142 log L(m) (Slemmons, 1982:R)
 M = 1.267 + 1.238 log L(m) (Slemmons, 1982:NA)
 M = 1.235 + 1.243 log L(m) (Mark, 1977)

그림 2.2 경험식에 의한 단층길이와 지진 규모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월성 원전 부근의 단층변위가 1.2m라는 가정 하에 시나

리오 지진을 설정하 다. 이 변위가 한번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가

정 하에 Matsuda[8]에 의해 제시된 식(2.3)을 적용하여 규모 6.8, 거리 

5km의 시나리오 지진을 설정하 다.

log 10D=0.6M-4.0                       (2.3)

4. 지반운동 스펙트럼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스펙트럼형상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PSHA 

수행 시 사용된 지반운동 감쇄식 및 식(2.4), (2.5)를 이용하여 가속도 스

펙트럼을 작성하 다. 이 때 가속도 스펙트럼은 1g로 정규화한 값이며 각

각의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스펙트럼형상은 그림 2.3 ~ 2.5 와 같다. 이때 

시나리오지진 1 및 2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지진 방법에 의해 설정된 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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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나타내며 시나리오지진 3은 활성단층 변위에 의한 시나리오지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반운동 감쇠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스펙트럼형상은 저진동수 역에서는 EUS(미국 중동부지역)의 1-Corner 

진동수 모델의 형상과 매우 유사하며 고진동수 역에서는 WUS(미국 서

부지역) 모델에 비해서 매우 큰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EUS 

모델에 비해서도 큰 증폭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ln[SA(f)/PGA]=
C 1

cosh(C 2f
C 3
)
+C 4[

exp(C 5f )

f
C 6 ]                    (2.4)

ln[SA(f)/PGA]=
C 1

cosh(C 2f
C 3
)
+C 4[

exp(C 5f )

f
C 6

+
C 7exp(C 8f )

f
C 9 ]        (2.5)

  식(2.4)는 미국 서부지역(WUS)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 결정 식으로 많은 

계측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얻은 식이며, 식(2.5)는 중동부지역(EUS)의 경

우로 지진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서부지역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변환한 

식을 나타낸다.

  여기서, C1 ~ C9은 지진의 규모 및 거리에 따라 통계적으로 얻은 상수

이며, SA(f)는 스펙트럴 가속도를 나타내며, f는 진동수를 나타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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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나리오지진 1의 가속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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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시나리오지진 2의 가속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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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시나리오지진 3의 가속도 스펙트럼

5. 근거리지진의 향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형상에 근거리지진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 방

안을 선정하여 앞에서 구한 시나리오지진의 스펙트럼형상을 수정하 다.

  Ohno 등[10]에 의해 제시된 식(2.6)과 (2.7)을 이용하여 수정계수를 산정

하여 스펙트럼을 수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스펙트럼의 증폭은 약 3Hz 

이하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3Hz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만 산정된 수정계

수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수정하 다.

λ(T i)=1 (T i≤T D)                           (2.6)

λ(T i)=10
log (2.5)⋅log(T i/T D)/log(T H/T D) (T D<T i)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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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 2.8은 수정계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시나리오지진의 스펙트럼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형 스펙트럼에 비해 저

진동수 구간에서의 증폭 향이 잘 반 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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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ion eq.
R.G. 1.60
EUS_1CORNER
EUS_2CORNER

그림 2.6 근거리지진의 향을 고려한 시나리오지진 1의 가속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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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근거리지진의 향을 고려한 시나리오지진 2의 가속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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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근거리지진의 향을 고려한 시나리오지진 3의 가속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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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률론적 시나리오지진

  

  앞에서 월성원전 부지에 대한 지반응답 스펙트럼을 확률론적 지진재해

도 해석결과와 지반운동 감쇄식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인공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작성하여 시나리오지진

이라는 입력지진동으로 사용하 다. 

제2절 설계지진과 근거리지진

  본 연구에서는 원전 주변의 단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과 

이 지진에 대한 주변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내진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시나리오지진 외에도 다양한 입력지진을 선정하 다.

1. 설계지진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의 경우 표준형 원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원전 

설계 시 미국 NRC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에 무관한 표준응답 스펙트럼

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된 

US NRC Regulatory Guide 1.60[1]의 표준응답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인공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인공지진 작성 프로그램인 SIMQKE[11]을 이용하

여 작성하여 설계지진이라는 입력지진동으로 사용하 다.

2. 근거리지진

  

  부지 주변에 위치한 활성단층에 의해 발생 가능한 근거리 지진으로 계

측된 실제 근거리지진기록을 입력으로 활용하 다. 표 2.2는 입력으로 활

용된 지진들의 발생 시기, 관측소, 규모, PGA 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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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Near-Fault Earthquake Data

Earthquake Date Station
Closest to Fault 

Rupture(km)

Closest to SurfaceProjection of 

Rupture(km)
M PGA(g) PGV(cm/sec)

Coyote Lake 1979-08-06 57383 Gilroy Array#6 3.10 1.20 5.7 0.434 49.2

Duzce, Turkey 1999-11-12 Duzce 8.20 8.20 7.1 0.535 83.5

Erzincan, Turkey 1992-03-13 95 Erzincan 2.00 - 6.9 0.515 83.9

Gazli, USSR 1976-05-17 9201 Karakyr - - 6.8 0.608 65.4

Imperial Valley 1979-10-15 955 El Centro Array #4 4.20 6.80 6.5 0.360 76.6

Imperial Valley 1979-10-15 952 El Centro Array #5 1.00 4.00 6.5 0.379 90.5

Imperial Valley 1979-10-15 942 El Centro Array #6 1.00 1.30 6.5 0.439 109.8

Kobe 1995-01-16 0 Takarazuka 1.20 - 6.9 0.694 85.3

Kocaeli, Turkey 1999-08-17 Arcelik 17.00 17.00 7.4 0.149 39.5

Kocaeli, Turkey 1999-08-17 Sakarya 3.10 3.10 7.4 0.376 79.5

Kocaeli, Turkey 1999-08-17 Yarimca 2.60 2.60 7.4 0.268 65.7

Landers 1992-06-28 24 Lucerne 1.10 - 7.3 0.721 97.6

Loma Prieta 1989-10-18 16 LGPC 6.10 - 6.9 0.605 51.0

Loma Prieta 1989-10-18 58065 Saratoga - Aloha Ave 13.00 11.70 6.9 0.324 42.6

Morgan Hill 1984-04-24 57191 Halls Valley 3.40 - 6.2 0.312 39.4

N.Palm Springs 1986-07-08 12149 Desert Hot Springs 8.00 - 6.0 0.331 29.5

N.Palm Springs 1986-07-08 5070 North Palm Springs 8.20 - 6.0 0.594 73.3

Northridge 1994-01-17 0655 Jensen Filter Plant 6.20 - 6.7 0.424 106.2

Northridge 1994-01-17 77 Rinaldi Receiving Sta 7.10 - 6.7 0.838 166.1

Northridge 1994-01-17 74 Sylmar - Converter Sta 6.20 0.20 6.7 0.612 117.4

Parkfield 1966-06-28 1013 Cholame #2 0.10 6.60 6.1 0.476 75.1

San Fernando 1971-02-09 279 Pacoima Dam 2.80 - 6.6 1.226 112.5

SuperStition Hills 1987-11-24 01335 El Centro Imp. Co. Cent 13.90 - 6.7 0.358 46.4

SuperStition Hills 1987-11-24 5051 Parachute Test Site 0.70 - 6.7 0.455 112.0

Tabas, Iran 1978-09-16 9101 Tabas - - 7.4 0.852 121.4

Whittier Narrows 1987-10-01 14368 Downey - Co Maint Bldg 18.30 - 6.0 0.221 28.8

Whittier Narrows 1987-10-01 634 Norwalk - Imp Hwy, S Grnd 17.10 - 6.0 0.248 20.7

Chi-Chi, Taiwan 1999-09-20 TCU052 0.24 0.06 7.6 0.419 118.4

Chi-Chi, Taiwan 1999-09-20 TCU068 1.09 0.50 7.6 0.462 263.1

Chi-Chi, Taiwan 1999-09-20 TCU075 1.49 1.49 7.6 0.333 88.3



- 14 -



- 15 -

제3장 월성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 해석

제1절 서론

  원자로와 관련 장치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에서의 돌발사

고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최종 방호의 역할을 담당하

는 격납건물의 사고 시 파손은 방사능 물질을 외부로 누출시켜 주변주민

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은 일반 

구조물 해석, 설계에서의 공학적 필요 정도를 초과하는 안전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및 자연재해 시에도 그 본래의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진은 이와 같은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하나로서 원전의 설계 시 가

장 중요한 설계하중이 된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설계 시에는 부지에서 발

생 가능한 최대의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설계지진에 대하

여 별도로 규정된 엄 한 해석 과정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내진설계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

진발생 시 원전시설물의 거동이 설계 시 가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력지진에 대한 격납건물의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하 으며, 구조물의 보유내력과 내진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고 평가하기 위해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제2절 월성원전 격납건물의 제원 및 특징

  월성원전 격납건물의 전체적인 형상과 구조형태는 그림 3.1 및 표 3.1과 

같다[12]. 격납건물은 크게 원통형 벽체(Perimeter Wall), 링빔(Ring 

Beam), 하부돔(Lower Dome) 및 상부돔(Upper Dome), 그리고 기초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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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Base Slab)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체와 링빔에는 원환 텐돈, 벽체와 상

부돔에는 수직 텐돈, 기초슬래브에는 수평텐돈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격

납건물의 내측에는 설계기준 사고 시 방사능 누출방지를 위해서 에폭시를 

코팅하 다. 하부돔은 정상상태 시 물(Dousing Water)을 저장하고 있으

며, 이 물은 사고 시 파이프를 통해서 분사되어 격납건물의 내부에서 발생

하는 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37m

1.68m

42.19m

4.27m

1.91m

1.07m

2.82m

20.73m

41.45m

41.45m

Lower Dome

Upper DomeDousing Water

Sub-Base

Ring Beam

Perimeter Wall

Tendon Gallery Base Slab Central Shear-Key

Parapet

그림 3.1 월성원전(CANDU형) 격납건물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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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월성원전 격납건물의 구조형태

원자로형태 

및

용량

가압중수로형

(CANDU)

679MWe

순 자유체적 65,000 m3 돔 두께 60 cm

돔 형상
부분구형 

링거더
벽체 내경 41.5 m 라이너

에폭시 

라이닝 

시스템

부벽 갯수 4 벽체 두께 107 cm
기초슬래브 

두께
1.55 m

  월성원전 격납건물은 벽체와 기초슬래브의 접합에 그림 3.2와 같은 부분

힌지 접합을 사용함으로서 접합부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를 줄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때 힌지부의 단면두께는 전단력에 지배되며 두 개의 Dowel 

Bar가 힌지부에 설치된다.

Inside Face of Perimeter Wall

Construction Jount

9-inch PVC Waterstop

Thiokol Thiokol

1-inch Thick Styrofoam

그림 3.2 벽체-기초슬래브 접합부의 연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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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격납건물은 기초슬래브에 2단의 프리스트레스 텐돈을 그림 3.3

과 같이 배치함으로서 기초슬래브에 압축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프리스트레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초슬래브의 두께를 줄이

도록 하 으나 텐돈의 복잡한 배치와 같은 문제점도 가지게 된다.

그림 3.3 기초슬래브의 프리스트레스 텐돈 배치

  월성원전 격납건물은 기초슬래브에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다. 이때 기초

슬래브에 가해지는 프리스트레스 힘이 하부 기초슬래브로 상실되지 않도

록 슬라이딩 멤브레인 층을 그림 3.4와 같이 기초슬래브와 하부 기초슬래

브 사이에 설치한다. 슬라이딩 멤브레인 층은 2층의 폴리에틸렌 시트와 1

층의 그리스로 구성되며 이러한 멤브레인 층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기초슬래브의 이동을 허용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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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스트레스 시 발생하는 기초슬래브의 탄성변형

  - 프리스트레스 하에서의 크리프변형

  - 상이한 타설 지점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초슬래브와 하부 기초 슬래브 

간 건조수축 차

Perimeter Wall

Base Slab(Phase1) Sliding Membrane

Sub-Base

Lateral Shear Force

Prestressing 
Gallery

Sliding Membrane

Base Slab(Phase2)

Anchor Head for 
Vertical Tendon

그림 3.4 슬라이딩 멤브레인 층

제3절 격납건물의 모델링

  본 절에서는 격납건물 해석에 사용된 3차원 유한요소 모델과 집중질량 

모델에 대하여 기술하 다.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은 집중질량 모델에 대해

서만 수행되었다. 이는 집중질량 모델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에 비해 해석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은 이런 

집중 질량 모델의 사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고유치해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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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및 3.6은 3차원 유한요소 모델과 집중질량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3차원 유한요소 모델

           

그림 3.6 집중 질량 모델

4

4

4

4

4

4

4

2 ,19

단 위  m

46 ,46

0 ,27

4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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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원 유한요소 모델

  

  월성 격납건물의 고유치해석을 위해 사용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은 

Solid 요소를 사용했으며 물성치는 표 3.2와 같다. 또, CANDU형 격납건

물의 구조 특성 중 고유치 해석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 다.

 

  - Dousing Water와 Dousing Pipe는 모델의 벽체와 링빔 부분에 집중

질량으로 가정하 다.

  - 기초슬래브와 벽체의 연결은 부분힌지로 가정하 다.

  이런 가정과 물성치를 적용하여 상용프로그램인 MIDAS로 고유치해석

을 수행하 다. 그림 3.7은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주요한 모드형상을 위

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각 모

드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3.86Hz, 6.22Hz, 10.14Hz 이다. 

           표 3.2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주요 물성치

탄성계수 3.02×10 6 ton/m 2

포아송 비 0.15

단위중량 2.4 ton/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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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주요 모드형상

Mode1 Mode2 Mode3

2. 집중질량 모델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석

을 위해 그림 3.6과 같은 집중질량 모델을 작성하 다[13]. 표 3.3은 각 절

점의 지면으로부터의 거리, 집중질량, 질량관성모멘트 값을 보여주고 있으

며, 표 3.4는 부재의 단면적, 유효단면적, 단면 2차모멘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의 탄성계수와 표 3.3, 3.4의 값들을 사용하여 집중질량 모델을 

작성하고 상용프로그램인 MIDAS를 사용하여 고유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8에는 집중질량 모델의 주요한 모드형상이 나타나 있으며 이때의 

고유진동수는 3.84Hz 이다. 표 3.5는 3차원 유한요소 모델과 집중질량 모

델의 모드별 고유진동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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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집중질량 모델의 절점 물성치

절점
지면으로부터의 

거리(m)

질량

( ton∙sec 2/m)

질량관성모멘트

( ton∙sec 2)

1 2.19 146.704 307.335

2 6.19 140.051 866.891

3 10.19 140.051 1427.080

4 14.19 140.051 1987.268

5 18.19 140.051 2547.456

6 22.19 140.051 3107.645

7 26.19 140.051 3667.834

8 30.19 140.051 4228.019

9 34.19 140.051 4788.209

10 38.19 140.051 5348.398

11 42.19 426.061 23977.102

12 46.19 74.755 3383.010

13 46.46 377.765 28202.582

표 3.4 집중질량 모델의 부재 물성치

From Elev. To 

Elev. (m)
단면적(m2)

유효단면적

(m2)

단면2차모멘트

(m4)
모든 부재

(1∼13)
 0.000∼46.460 142.96 71.48 3.235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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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1   Mode2  Mode3

  

그림 3.8 집중질량 모델의 주요 모드형상

표 3.5 3차원 유한요소 모델과 집중질량 모델의 모드별 진동수

Mode1 Mode2 Mode3

3차원 유한요소 

모델
3.86 6.22 10.14

집중질량 모델 3.84 7.32 14.60

  이상의 결과들은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집중질량 모델

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4절 격납건물의 비선형 이력모델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이력모델은 골격곡선(Skeleton Curve)과 이

력특성으로 구성된다. 이들 특성은 반복되는 재하와 제하의 과정에서 복원

력과 변형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유연성, 강성, 에너지 소산능력 등과 같은 

부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이력모델을 보여준다.

  격납건물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rilinear 골격

곡선과 최대점 지향모델을 사용하 다.



- 25 -

1. Trilinear 골격곡선

  본 연구에서는 그림 3.9와 같은 Trilinear 골격곡선을 사용하 다. 사용

된 모델의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에 대한 각각의 변환점은 EPJR(Electric 

Power Joint Research)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하 다[14,15]. 표 3.6은 골격

곡선에서 τ와 γ 사이를 결정짓는 식들과 각 변수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으

며, 표 3.7은 표 3.6을 이용하여 구한 Trilinear 골격곡선의 변환점 및 극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 Trilinear 골격곡선

γ1 γ2 γ3

γ

τ1

τ2

τ3

τ

First Turning Point

Ultimate Point

Second Tur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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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EPJR 방법에 근거한 τ 와 γ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τ and γ ( skeleton curves)

First turning point
τ1      F c( F c+σ v)

γ1      τ 1/G

Second turning point
τ2      1.35∙τ 1

γ2      3∙γ 1

Ulitmate point τ3  {
τ s≤4.5 F c

τ s>4.5 F c

     {1-
τ s

4.5 F c }∙τ 0+τ s
     4.5 F c 

γ3      4.0×10 -3

τ0
     (3-1.8M/QD) F c

        when, M/QD > 1 then M/QD=1

τ s      (p v+p h)∙ sσ y / 2+(σ v+σ h)/2

   

    F c ; Strength of concrete (kgf/cm
2)

    G ; Shear modulus of elasticity concrete (kgf/cm 2)

    p v, p h ; Longitudinal reinforcing bar ratio transverse reinforcing bar ratio (%)

    σ v, σ h ; Vertical, horizontal axial stress (kgh/cm
2)

    sσ y ; Yield stress of reinforcement (kgf/cm
2 )

    D ; Wall length in the force- acting direction

    M/Q ; Shear span (cm)

표 3.7 EPJR 방법에 근거한 골격곡선의 변환점 및 극한점

Shear Stress(kgf/cm2) Shear Strain(cm)

Origin Point 0.000 0.00E-00

First Turning Point 49.200 3.75E-04

Second Turning Point 66.370 1.12E-03

Ultimate Point 84.307 4.0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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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모델 

 

  탄소성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앞에서 구한 Trilinear 골격곡선

을 이용하고 다음과 같은 이력특성을 사용하 다. 사용된 이력특성은 처음 

하중을 가하면 Trilinear의 골격선을 따라 이동하다 하중을 제거하면 반대

편의 최대점을 향하여 이동한다. 다시 하중을 가하면 Trilinear의 골격선을 

따라 이동한다. 이런 재하와 제하 과정의 반복으로 그림 3.10과 같은 이력

특성이 얻어지는데, 이러한 이력특성을 가진 모델을 최대점 지향모델이라 

한다.

그림 3.10 최대점 지향모델의 Histeretic Rule

τ1

τ2

-τ 1

-τ 2

γ1

-γ 2 -γ 1

γ2

제5절 지진응답 해석

1. 입력지진동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서 발생 가

능한 지진으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를 재분해하여 산정한 시나

리오지진에 대한 인공가속도 시간이력과 원전 설계기준으로 사용되는 US 

NRC Regulatory Guide 1.60의 표준응답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인공지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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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시간이력(20개)을 입력지진으로 사용하 다. 또한 부지 주변에 위치

한 활성단층에 의해 발생 가능한 근거리지진으로 계측된 실제 근거리지진

기록(30개)을 입력으로 활용하 다.

  3가지 입력지진동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스펙트럼을 그림 3.11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입력지진동이 서로 다른 진동

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각각 독특한 지진동 성분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지진의 경우 1Hz 부근의 저진동수 

역에서 큰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나리오지진의 경우 30Hz 부근에서 첨

두값을 보여주며 대체적으로 10Hz 이상의 고진동수 구간에서 설계지진에 

비해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지진의 경우 주요 원전구조물 

고유진동수가 위치하는 2 ∼ 10Hz 구간에서 매우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 입력지진동의 응답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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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의 응답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

램인 TADP3를 사용하 다. 해석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TDAP3를 사

용하여 대상 구조물에 대한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앞에서 수행한 

MIDAS를 통한 고유치해석결과를 표 3.8에 비교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해석결과는 거의 일치함을 보이는데 이는 TDAP3를 통한 대상 

구조물의 입력 값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또, 10차 모드

까지의 모드 기여도를 보면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석 수행 시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입력 지진동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한 수치해석은 단계적 적분법 중에

서도 전 적분 구간에서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평균 가속도법(Newmark β

법)을 사용하 다.

표 3.8 MIDAS와 TDAP3의 고유치 해석결과 비교

Mode No.
MIDAS TDAP3

Frequency(Hz) Frequency(Hz)

1 3.84 3.80

2 7.31 6.79

3 14.60 14.60

4 15.66 15.52

5 21.58 19.85

6 27.75 27.49

7 37.05 34.54

8 40.18 39.26

9 47.31 47.47

10 49.04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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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속도 응답

  PGA를 0.1g에서 1.8g까지 변화시키며 각각에 대해 비선형 시간이력해

석을 수행하여 집중질량 모델의 최상부에서의 가속도를 구하 다. 표 3.9 

∼ 3.11은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각각에 대한 PGA별 최대 

응답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입력 지진동의 첨두값에 대한 집중질량 

모델의 최대 응답 가속도(평균값) 비를 표 3.1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지진에 대한 증폭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집중질량 모델의 경우 고유진동수가 3.84Hz 이며, 설계지진의 주요 진동수

대가 2 ∼ 10Hz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표 3.12에서는 입력지진

동의 첨두값이 증가하여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하기 시작하면 응답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2는 각 지진에 대한 PGA별 가속도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주요 진동수대가 1Hz 구간인 근거리지진과 

10Hz 이상 구간인 시나리오지진에 비해서 설계지진에서의 응답이 크게 

증폭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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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근거리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가속도

Earthquake

Maximum Acceleration(g)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Coyote Lake 0.116 0.232 0.465 0.697 0.929 1.162 1.394 1.626 1.851 2.031

Duzce, Turkey 0.115 0.229 0.459 0.688 0.918 1.147 1.377 1.606 1.836 2.098

Erzincan, Turkey 0.143 0.285 0.570 0.855 1.140 1.425 1.709 1.927 2.096 2.287

Gazli, USSR 0.192 0.383 0.766 1.149 1.532 1.915 2.270 2.594 2.858 3.061

Imperial Valley

#4
0.113 0.223 0.445 0.668 0.890 1.113 1.335 1.558 1.794 2.073

Imperial Valley

#5
0.212 0.423 0.847 1.270 1.693 2.118 2.464 2.672 2.789 2.952

Imperial Valley

#6
0.140 0.281 0.561 0.842 1.122 1.403 1.684 1.976 2.257 2.472

Kobe 0.191 0.382 0.764 1.147 1.529 1.911 2.279 2.497 2.680 2.678

Kocaeli, Turkey

Arcelik
0.232 0.464 0.927 1.391 1.855 2.312 2.697 2.949 2.924 3.078

Kocaeli, Turkey

Sakarya
0.221 0.442 0.885 1.327 1.770 2.203 2.620 2.835 2.946 3.196

Kocaeli, Turkey

Yarimca
0.143 0.285 0.570 0.855 1.140 1.426 1.706 1.842 2.161 2.468

Landers 0.146 0.292 0.585 0.877 1.169 1.461 1.754 2.028 2.259 2.457

Loma Prieta

LGPC
0.150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2.071 2.255 2.425

Loma Prieta

Saratoga
0.181 0.363 0.726 1.089 1.452 1.814 2.097 2.420 2.619 2.658

Morgan Hill 0.178 0.356 0.711 1.067 1.423 1.779 2.096 2.360 2.567 2.716

N.Palm Springs

Desert
0.295 0.590 1.180 1.770 2.327 2773 3.008 3.198 3.312 3.382

N.Palm Springs

 North
0.256 0.512 1.024 1.536 2.049 2.480 2.779 3.009 3.130 3.218

Northridge

JEN
0.119 0.237 0.474 0.711 0.948 1.186 1.423 1.659 1.802 1.877

Northridge

RRS
0.137 0.274 0.548 0.822 1.096 1.369 1.644 1.904 2.170 2.428

Northridge

SCS
0.129 0.258 0.515 0.773 1.030 1.288 1.546 1.795 1.954 2.151

Parkfield 0.128 0.257 0.513 0.770 1.026 1.283 1.540 1.789 1.962 2.074

San Fernando 0.144 0.289 0.578 0.866 1.155 1.444 1.733 2.021 2.311 2.576

SuperStition Hills

El Centro
0.153 0.305 0.611 0.916 1.221 1.526 1.833 2.135 2.415 2.611

SuperStition Hills

Parachute
0.187 0.374 0.748 1.122 1.496 1.862 2.198 2.421 2.695 3.073

Tabas, Iran 0.257 0.515 1.029 1.544 2.059 2.465 2.511 2.720 2.953 2.904

Whittier Narrows

Downey
0.160 0.320 0.640 0.9660 1.281 1.601 1.894 2.110 2.250 2.378

Whittier Narrows

Norwalk
0.141 0.282 0.563 0.845 1.127 1.409 1.686 1.907 2.069 2.152

Chi-Chi, Taiwan

TCU052
0.126 0.253 0.505 0.758 1.010 1.263 1.516 1.709 1.926 2.064

Chi-Chi, Taiwan

TCU068
0.131 0.263 0.525 0.788 1.051 1.313 1.576 1.833 2.046 2.306

Chi-Chi, Taiwan

TCU075
0.149 0.298 0.596 0.894 1.192 1.490 1.788 2.078 2.464 2.813

Mean 0.166 0.332 0.664 0.997 1.328 1.648 1.932 2.175 2.378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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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설계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가속도

Earthquake

Maximum Acceleration(g)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Design a 0.233 0.467 0.924 1.400 1.843 2.086 2.331 2.624 3.175 3.574

Design b 0.270 0.540 1.048 1.619 2.085 2.398 2.765 3.066 3.448 3.775

Design c 0.273 0.546 1.092 1.638 2.141 2.441 2.817 3.058 3.443 3.768

Design d 0.272 0.544 1.086 1.633 2.120 2.496 2.856 3.079 3.328 3.569

Design e 0.234 0.468 0.896 1.403 1.792 2.335 2.638 2.883 3.279 3.627

Design f 0.222 0.427 0.830 1.281 1.661 1.902 2.460 2.984 3.325 3.136

Design g 0.252 0.503 1.007 1.510 2.005 2.338 2.505 2.912 3.439 3.524

Design h 0.265 0.524 1.006 1.573 2.012 2.558 2.589 2.888 3.146 3.557

Design i 0.242 0.484 0.968 1.452 1.934 2.374 2.880 3.282 3.511 3.599

Design j 0.241 0.483 0.966 1.449 1.931 2.189 2.987 3.314 3.503 3.607

Design k 0.235 0.464 0.792 1.391 1.585 2.118 2.368 2.988 3.110 3.326

Design l 0.245 0.489 0.975 1.468 1.944 2.224 2.565 2.902 3.005 3.345

Design m 0.245 0.490 0.980 1.471 1.951 2.183 2.561 2.819 3.231 3.322

Design n 0.251 0.502 1.003 1.507 2.006 2.305 2.564 2.901 3.284 3.731

Design o 0.257 0.513 1.022 1.540 2.018 2.253 2.606 2.929 3.315 3.704

Design p 0.255 0.510 0.926 1.531 1.853 2.235 2.526 2.995 3.407 3.640

Design q 0.210 0.424 0.848 1.271 1.696 2.023 2.577 2.932 3.279 3.711

Design r 0.211 0.421 0.842 1.264 1.684 2.130 2.708 3.036 3.335 3.621

Design s 0.224 0.434 0.866 1.303 1.733 2.161 2.656 3.002 3.282 3.846

Design t 0.229 0.458 0.932 1.374 1.865 2.214 2.629 2.969 3.446 3.813

Mean 0.243 0.485 0.951 1.454 1.893 2.248 2.629 2.978 3.315 3.590

표 3.11 시나리오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가속도

Earthquake

Maximum Acceleration(g)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Scenario 0.163 0.327 0.653 0.980 1.306 1.633 1.960 2.263 2.385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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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입력 지진동의 첨두값에 대한 집중질량 모델의 최대 응답 가속도 비

Earthquake
입력 지진동의 첨두값에 대한 집중질량 모델의 최대 응답 가속도 비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Near-Fault Eq. 1.660 1.660 1.660 1.660 1.660 1.648 1.610 1.554 1.486 1.419

Design Eq. 2.430 2.425 2.378 2.423 2.366 2.248 2.191 2.127 2.072 1.994

Scenario Eq. 1.630 1.635 1.633 1.633 1.633 1.633 1.633 1.616 1.491 1.346

      그림 3.12 PGA에 따른 가속도 응답

  그림 3.13 ∼ 3.15는 PGA별로 세 가지 입력지진동에 대한 최상단의 응

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입력지진동은 해석 대상 구조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 값이 증폭하며, 10Hz 이하의 진동수 역

에서는 설계지진이 가장 큰 응답을 보여준다. 하지만 20Hz 부근의 고진동

수 역에서는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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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 3.18은 입력지진동별로 PGA에 따른 최상단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입력지진동은 PGA가 증가할수록 두 번

째 모드에 비해 첫 번째 모드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며 진동수가 약간 왼

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석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진동수 이동 현상이다.

                그림 3.13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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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PGA=1.0g)

     그림 3.15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PGA=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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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 근거리지진에 대한 최상단 응답스펙트럼

    그림 3.17 설계지진에 대한 최상단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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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최상단 응답스펙트럼

  그림 3.19 ∼ 3.21은 설계지진에 대한 근거리지진과 시나리오지진의 응

답스펙트럼 증폭비를 0.2g, 1.0g, 1.8g 각각의 경우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근거리지진은 모든 진동수 구간에서 설계지진에 비해 적은 응답비를 보이

지만 시나리오지진은 11Hz 부근의 고진동수 역에서 설계지진의 응답비

보다 큰 응답비를 보인다. 즉,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고진동수 역에서의 

응답 증폭이 매우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차 진동모

드에 의해 증폭되는 것으로 구조물에 대한 향 보다는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기기에 미치는 향이 시나리오 지진의 경우 매우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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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비 (PGA=0.2g)

    그림 3.20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비 (PGA=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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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최상단의 응답스펙트럼 비 (PGA=1.8g)

  2.2 변위 응답

   

  입력 지진동의  PGA가 0.1g ∼ 1.8g인 각각의 경우 비선형 시간이력해

석에 의한 최대 응답 변위를 표 3.13 ∼ 15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시나리오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비해 설계지진에 의한 변위 응답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근거리지진의 경우 근거리지진이 갖는 대

표적인 특성인 장주기의 속도 펄스 성분으로 인해 변위가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이 근거리

지진의 탁월 진동수를 벗어나 고진동수 특성을 가질 경우 구조물의 변위

응답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는 각 지진에 대

한 PGA별 최상단의 변위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 지진동의 PGA가 증

가하여 구조물이 비선형거동을 하면서 변위 응답 값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탄성한계 내에서는 충분한 내진여유도를 가진다 할지

라도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한다면 변위에 기반을 둔 내진여유도의 재

평가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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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근거리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변위

Earthquake

Maximum Displacement(cm)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Coyote Lake 0.1306 0.2612 0.5223 0.7835 1.0447 1.3058 1.5670 1.8282 2.0967 2.4370

Duzce, Turkey 0.1367 0.2734 0.5469 0.8203 1.0937 1.3671 1.6406 1.9140 2.1925 2.6066

Erzincan, Turkey 0.1542 0.3084 0.6167 0.9251 1.2334 1.5418 1.8506 2.1986 2.6974 3.2939

Gazli, USSR 0.1980 0.3960 0.7920 1.1880 1.5839 1.9801 2.3926 2.9370 3.5995 4.4753

Imperial Valley

#4
0.1626 0.3251 0.6503 0.9754 1.3005 1.6257 1.9508 2.2759 2.6522 3.1546

Imperial Valley

#5
0.2031 0.4062 0.8123 1.2184 1.6246 2.0515 2.6338 3.3691 4.2410 5.3150

Imperial Valley

#6
0.1635 0.3270 0.6539 0.9809 1.3078 1.6348 1.9618 2.3148 2.8057 3.3484

Kobe 0.1679 0.3357 0.6714 1.0071 1.3428 1.6785 2.1415 2.7562 3.1118 3.4776

Kocaeli, Turkey

Arcelik
0.2510 0.4515 0.9029 1.3544 1.8059 2.2574 2.7090 3.2332 3.7748 4.3284

Kocaeli, Turkey

Sakarya
0.2257 0.4515 0.9029 1.3544 1.8059 2.2574 2.7090 3.2332 3.7748 4.3284

Kocaeli, Turkey

Yarimca
0.1589 0.3179 0.6357 0.9536 1.2714 1.5893 1.9073 2.2704 2.7035 3.4773

Landers 0.1534 0.3068 0.6137 0.9205 1.2273 1.5341 1.8410 2.1499 2.5039 2.9332

Loma Prieta

LGPC
0.1559 0.3117 0.6234 0.9352 1.2469 1.5586 1.8703 2.1865 2.5516 3.0413

Loma Prieta

Saratoga
0.1471 0.2942 0.5883 0.8825 1.1766 1.4708 1.7650 2.1739 2.6335 3.2353

Morgan Hill 0.1670 0.3340 0.6679 1.0019 1.3358 1.6733 2.0720 2.6304 3.3173 4.0764

N.Palm Springs

Desert
0.2181 0.4362 0.8724 1.3258 2.1558 3.1058 4.2279 5.9065 7.5112 8.5341

N.Palm Springs

 North
0.2205 0.4410 0.8820 1.3229 1.7640 2.2098 2.7676 3.3987 4.0303 4.6658

Northridge

JEN
0.1307 0.2613 0.5226 0.7839 1.0452 1.3065 1.5678 1.8329 2.1401 2.5074

Northridge

RRS
0.1662 0.3323 0.6647 0.9970 1.3294 1.6617 2.0043 2.4769 3.0759 3.8106

Northridge

SCS
0.1554 0.3108 0.6217 0.9325 1.2433 1.5542 1.8650 2.1759 2.4994 2.9381

Parkfield 0.1252 0.2503 0.5006 0.7509 1.0012 1.2515 1.5017 1.7521 1.9865 2.3801

San Fernando 0.1448 0.2895 0.5791 0.8686 1.1581 1.4477 1.7372 2.0268 2.3257 2.7291

SuperStition Hills

El Centro
0.1345 0.2690 0.5380 0.8070 1.0760 1.3472 1.6563 1.9621 2.4929 3.5129

SuperStition Hills

Parachute
0.1897 0.3794 0.7587 1.1381 1.5174 1.8969 2.3035 2.8393 3.6765 4.7732

Tabas, Iran 0.2598 0.5196 1.0391 1.5586 2.0782 2.5696 2.9959 3.6721 4.5715 5.5780

Whittier Narrows

Downey
0.1796 0.3592 0.7185 1.0777 1.4369 1.7961 2.1564 2.6186 3.2393 4.0602

Whittier Narrows

Norwalk
0.1183 0.2366 0.4732 0.7098 0.9464 1.1830 1.4224 1.7770 2.2913 2.8663

Chi-Chi, Taiwan

TCU052
0.1485 0.2971 0.5942 0.8913 1.1884 1.4854 1.7825 2.0797 2.4012 2.8277

Chi-Chi, Taiwan

TCU068
0.1395 0.2790 0.5581 0.8371 1.1161 1.3952 1.6742 1.9617 2.2792 2.6109

Chi-Chi, Taiwan

TCU075
0.2027 0.4055 0.8110 1.2165 1.6222 2.0274 2.4329 2.9174 3.7188 4.5349

Mean 0.1703 0.3406 0.6812 1.0223 1.3761 1.7339 2.1147 2.5777 3.1163 3.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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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설계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변위

Earthquake

Maximum Displacement(cm)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Design a 0.2533 0.4925 0.9845 1.4774 1.9793 2.2031 2.9694 4.3286 6.4090 10.659

Design b 0.2728 0.5457 1.0913 1.6370 2.1826 2.7532 3.7685 7.1209 10.796 12.785

Design c 0.2807 0.5614 1.1227 1.6841 2.2581 2.6237 3.7204 6.8107 10.544 12.464

Design d 0.2716 0.5441 1.0863 1.6323 2.1527 2.9959 3.4703 5.5149 9.0654 10.588

Design e 0.2487 0.4953 0.9518 1.4858 1.9036 2.4770 3.5657 4.8163 6.6811 9.6459

Design f 0.2417 0.4857 0.9662 1.4572 1.9302 2.3095 3.7674 5.3661 6.5147 7.5704

Design g 0.2526 0.5053 0.9915 1.5159 1.9938 2.5167 3.5894 4.8602 7.0966 9.5151

Design h 0.2623 0.5193 0.9940 1.5579 1.9880 2.5872 3.5214 4.7291 6.7428 8.3038

Design i 0.2886 0.5765 1.1530 1.7295 2.3062 2.7263 4.5562 5.8307 7.2717 9.2903

Design j 0.2882 0.5765 1.1530 1.7295 2.3061 2.7003 4.7193 5.9257 7.2158 9.2313

Design k 0.2535 0.5012 0.8905 1.5035 1.7810 2.4598 3.1935 5.2909 6.2323 9.1403

Design l 0.2628 0.5252 1.0481 1.5757 2.0971 2.3967 3.3757 5.1339 6.3178 8.4219

Design m 0.2633 0.5267 1.0628 1.5801 2.1256 2.2780 3.4874 4.9343 6.4263 8.1651

Design n 0.2867 0.5734 1.1599 1.7203 2.3628 2.7694 4.3432 5.6501 8.1474 13.029

Design o 0.2510 0.5000 1.0020 1.5001 2.0032 2.5706 3.7167 5.1100 6.9985 10.226

Design p 0.2480 0.4960 0.9325 1.4879 1.8907 2.5390 3.6555 5.0554 7.1268 10480

Design q 0.2266 0.4417 0.8833 1.3251 1.7666 2.1361 3.1495 5.9010 7.7021 11.276

Design r 0.2344 0.4687 0.9360 1.4061 1.8719 2.4154 3.9661 6.4750 8.2644 10.239

Design s 0.2504 0.5007 1.0008 1.5022 2.0020 2.6203 3.4866 6.5162 8.4972 11.806

Design t 0.2621 0.5242 1.0562 1.5726 2.1240 2.4953 4.0402 6.3723 8.2491 11.874

Mean 0.2560 0.5180 1.0233 1.5540 2.0513 2.5287 3.7031 5.5871 7.6150 10.236

표 3.15 시나리오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응답 변위

Earthquake

Maximum Displacement(cm)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Scenario 0.163 0.327 0.653 0.980 1.306 1.633 1.960 2.263 2.385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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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 PGA에 따른 변위 응답

  2.3 전단력

  

  표 3.16 ∼ 3.18은 입력 지진동의 특성과 크기에 따른 최대 밑면전단력

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지진에 의한 전단력 값이 

시나리오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대한 값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는 PGA에 따른 각각의 지진에 대한 최대 밑면전단력 값을 

도시하고 있는데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하면서 선형 거동시보다 전단력

의 증가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재 단면의 설계 시 구조물

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면 단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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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근거리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 밑면 전단력

Earthquake

Maximum Shear Force (tonf)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Coyote Lake 2128.80 4257.60 8515.20 12773.0 17030.0 21288.0 25545.0 29572.0 32797.0 35750.0

Duzce, Turkey 1999.10 2998.30 7996.60 11995.0 15993.0 19991.0 23990.0 27988.0 31119.0 34176.0

Erzincan, Turkey 2682.40 5364.70 10729.0 16094.0 21459.0 26824.0 30974.0 34125.0 37299.0 40079.0

Gazli, USSR 3493.20 6986.30 13973.0 20959.0 27945.0 32541.0 36153.0 39579.0 41356.0 43051.0

Imperial Valley

#4
2029.60 4059.20 8118.30 12177.0 16237.0 20296.0 24355.0 28414.0 31326.0 34524.0

Imperial Valley

#5
3784.40 7568.70 15137.0 22706.0 29799.0 34298.0 38600.0 41049.0 43387.0 46229.0

Imperial Valley

#6
2351.70 4703.40 9406.80 14110.0 18814.0 23517.0 28220.0 31163.0 33614.0 36173.0

Kobe 3234.20 6468.50 12937.0 19405.0 25874.0 31318.0 35295.0 38831.0 40301.0 41643.0

Kocaeli, Turkey

Arcelik
3574.80 7149.50 14299.0 21449.0 28598.0 32518.0 35822.0 39728.0 41207.0 42639.0

Kocaeli, Turkey

Sakarya
3631.40 7262.90 14526.0 21789.0 29052.0 32904.0 36682.0 37733.0 38948.0 39896.0

Kocaeli, Turkey

Yarimca
2489.50 4979.00 9958.10 14937.0 19916.0 24895.0 29532.0 32686.0 36671.0 41022.0

Landers 2214.50 4429.10 8858.10 13287.0 17716.0 22145.0 26574.0 30023.0 31876.0 33526.0

Loma Prieta

LGPC
2348.60 4697.20 9394.50 14092.0 18789.0 23486.0 28183.0 31494.0 34157.0 37227.0

Loma Prieta

Saratoga
3096.50 6192.90 12386.0 18579.0 24772.0 30141.0 33045.0 36514.0 39853.0 41284.0

Morgan Hill 3095.00 6190.00 12380.0 18570.0 24760.0 30320.0 33769.0 37124.0 39844.0 41630.0

N.Palm Springs

Desert
5161.20 10322.0 20645.0 30150.0 35210.0 39449.0 41913.0 45497.0 47526.0 48656.0

N.Palm Springs

 North
4147.50 8295.00 16590.0 24885.0 31167.0 34981.0 38249.0 40226.0 41688.0 43102.0

Northridge

JEN
2301.00 4602.00 9203.90 13806.0 18408.0 23010.0 27612.0 30892.0 33599.0 36170.0

Northridge

RRS
2550.50 5101.10 10202.0 15303.0 20404.0 25505.0 30184.0 33776.0 37181.0 41116.0

Northridge

SCS
2157.00 4313.90 8627.80 12942.0 17256.0 21570.0 25884.0 29809.0 32986.0 36407.0

Parkfield 2516.10 5032.10 10064.0 15096.0 20128.0 25161.0 29798.0 33248.0 35999.0 38216.0

San Fernando 2209.00 4418.10 8836.10 13254.0 17672.0 22090.0 26508.0 30108.0 32124.0 34516.0

SuperStition Hills

El Centro
2998.10 5996.30 11993.0 17989.0 23985.0 39629.0 33324.0 36756.0 39771.0 42070.0

SuperStition Hills

Parachute
3282.40 6564.80 13130.0 19694.0 26259.0 30795.0 34446.0 37902.0 41118.0 44570.0

Tabas, Iran 3623.90 7247.70 14495.0 21743.0 28991.0 31030.0 34390.0 37787.0 41901.0 44869.0

Whittier Narrows

Downey
3037.30 6074.50 12149.0 18224.0 24298.0 29901.0 33688.0 37190.0 39807.0 41703.0

Whittier Narrows

Norwalk
2700.70 5401.30 10803.0 16204.0 21605.0 27007.0 31404.0 34827.0 38141.0 40450.0

Chi-Chi, Taiwan

TCU052
2379.90 4759.90 9519.70 14280.0 19039.0 23799.0 28559.0 32035.0 35121.0 38102.0

Chi-Chi, Taiwan

TCU068
2283.20 4566.40 9132.80 13699.0 18266.0 22832.0 27398.0 30748.0 33146.0 35504.0

Chi-Chi, Taiwan

TCU075
2434.00 4868.00 9736.00 14604.0 19472.0 24340.0 29208.0 33199.0 37337.0 41120.0

Mean 2865.52 5729.01 11458.1 17159.8 22630.5 27252.7 31310.1 34667.4 37373.3 39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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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설계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 밑면 가속도

Earthquake

Maximum Shear Force (tonf)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Design a 3905.60 7810.60 14827.0 23432.0 29592.0 32914.0 39961.0 43016.0 46578.0 55666.0

Design b 4134.80 8269.60 16038.0 24809.0 31278.0 35633.0 42930.0 49466.0 55015.0 58822.0

Design c 4166.30 8332.60 16665.0 24998.0 32276.0 36071.0 43297.0 49281.0 54649.0 58246.0

Design d 4093.90 8203.80 16398.0 24612.0 30813.0 35025.0 39224.0 44927.0 51126.0 55330.0

Design e 3745.10 7485.50 14358.0 22457.0 28715.0 33889.0 39379.0 41866.0 47518.0 54848.0

Design f 3693.90 7086.90 14023.0 21261.0 28047.0 30400.0 37434.0 41207.0 43960.0 49426.0

Design g 3804.90 7598.30 15198.0 22795.0 30163.0 33320.0 38214.0 40825.0 46316.0 51673.0

Design h 4066.40 8066.00 15052.0 24198.0 29659.0 34460.0 40833.0 44275.0 47821.0 50961.0

Design i 3865.20 7628.00 15256.0 22884.0 30005.0 32920.0 41070.0 43724.0 46360.0 50518.0

Design j 3892.50 7474.50 14949.0 22423.0 29594.0 32023.0 41431.0 43866.0 46303.0 49613.0

Design k 3983.60 7817.40 13701.0 23452.0 27401.0 33906.0 38101.0 42627.0 45138.0 51068.0

Design l 3795.90 7589.90 15174.0 22770.0 29992.0 32501.0 38322.0 44227.0 47197.0 52715.0

Design m 3795.50 7591.10 15263.0 22773.0 30073.0 32525.0 39031.0 43948.0 46659.0 52485.0

Design n 4110.10 8220.60 16441.0 24662.0 31264.0 36313.0 40163.0 45853.0 51044.0 57239.0

Design o 3937.50 7882.80 15566.0 23648.0 30384.0 33925.0 39482.0 43338.0 47220.0 53472.0

Design p 3915.90 7831.90 15464.0 23496.0 30308.0 34545.0 39604.0 43870.0 47654.0 53614.0

Design q 3608.10 7103.50 14211.0 21310.0 28421.0 31370.0 37046.0 43800.0 46505.0 52492.0

Design r 3602.90 7205.70 14390.0 21617.0 28780.0 33354.0 40148.0 44953.0 47667.0 50832.0

Design s 3781.60 7360.20 14650.0 22081.0 29232.0 33413.0 38604.0 45335.0 48461.0 52938.0

Design t 3846.70 7743.40 15734.0 23230.0 30390.0 34265.0 40617.0 45244.0 48435.0 53356.0

Mean 3887.32 7715.12 15167.9 23145.4 29819.4 33638.6 39744.6 44282.4 48081.3 53265.7

표 3.18 시나리오지진의 PGA에 따른 최대 밑면 전단력

Earthquake

Maximum Shear Force (tonf)

0.1g 0.2g 0.4g 0.6g 0.8g 1.0g 1.2g 1.4g 1.6g 1.8g

Scenario 2125.00 4250.10 8500.20 12750.0 17000.0 21250.0 25500.0 29320.0 30558.0 3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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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3 PGA에 따른 최대 밑면전단력

  집중질량 모델에 대한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설계지진에 

대해서는 0.7g까지 선형거동을 하다 0.8g 부근에서 비선형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근거리지진이나 시나리오지진에 대해서는 이보다 좀더 큰 

1.0g이상에서 비선형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4 ~ 3.26은 높

이 2.19m에서의 설계지진에 대한 전단력-변위 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g에서는 선형거동 형상을 보이며 0.8g에서 처음 

비선형 거동 형상이 나타나며 1.8g에서는 Trilinear Curve와 최대점 지향 

모델 특성이 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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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PGA 0.7g에서의 설계지진에 대한 전단력-변위 선도

그림 3.25 PGA 0.8g에서의 설계지진에 대한 전단력-변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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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GA 1.8g에서의 설계지진에 대한 전단력-변위 선도

 3. 층응답 스펙트럼 평가

  

  앞에서는 주로 입력지진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른 구조물의 비선형거동

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

의 설계에 사용하는 표준응답 스펙트럼은 시나리오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비해 보수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석 

대상 구조물은 충분한 내진여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비선

형 거동시의 급격히 증가하는 변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여겨

진다.

  원전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내진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구조물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층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27 ∼ 3.29는 해석모델의 주요 높이별 층응답 스펙트럼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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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들 층응답 스펙트럼의 입력으로는 0.2g, 1.0g, 1.8g의 PGA를 

가지는 세 가지 지진동을 각각 사용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

수에 따라 층응답의 차이가 다소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입력 PGA

가 0.2g인 경우를 보면 근거리지진과 설계지진에 대해서는 해석 구조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에서 응답의 증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나

리오지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지진이 가지는 고진동수 특성 때문에 10Hz 

이상의 고진동수 역에서는 그 응답 증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각각의 높이에 대해 응답의 크기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유사함

을 보인다. 여기서 높이 34.19m에서의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세 번째 모드

의 증폭이 작아진 것은 해석모델 작성 시 Dousing Water의 질량을 높이 

42.19m에 고려했기 때문에 생긴 구조물의 모드형상 때문이라 여겨진다. 

입력 PGA가 1.0g와 1.8g인 경우도 그 형상자체는 PGA가 0.2g인 경우와 

비슷하나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로 응답스펙트럼의 

증폭값이 진동수에 따라 다소 변함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나리오지진과 같이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의 

경우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주기 특성을 갖는 근거리지진의 경우는 기기에 크게 위협적

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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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6.46m 높이 42.19m

높이 30.19m높이 34.19m

    그림 3.27-1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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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6.19m 높이 18.19m

높이 2.19m높이 10.19m

    그림 3.27-2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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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6.46m 높이 42.19m

높이 30.19m높이 34.19m

    그림 3.28-1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닶스펙트럼 비교 (PGA=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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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6.19m 높이 18.19m

높이 2.19m높이 10.19m

    그림 3.28-2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PGA=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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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6.46m 높이 42.19m

높이 30.19m높이 34.19m

    그림 3.29-1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PGA=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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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6.19m 높이 18.19m

높이 2.19m높이 10.19m

 

그림 3.29-2 집중질량 모델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PGA=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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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지진동에 따른 각 높이에서의 증폭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30 ∼ 3.38에 진동수에 따른 높이별 층응답의 증폭비를 PGA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GA가 0.2g인 경우 설계지진의 응

답은 해석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서 크게 증폭되어 최상단의 첫 번째 고

유진동수에서는 약 4.1배,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는 약 5.2배 증폭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근거리지진의 응답은 첫 번째 고유진동수에서 약 2.8배,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 약 3.9배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지진의 응답은 첫 번

째 고유진동수와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 각각 약 3.6배와 5.6배로 나타났

다. 근거리지진에 의한 층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첫 번째 고유진동

수에서는 설계지진이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서는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층

응답의 증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Hz 

부근의 진동수 역에서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층응답이 크게 증폭된다.

    그림 3.30 설계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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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근거리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0.2g)

    그림 3.32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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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설계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0g)

    그림 3.34 근거리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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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0g)

    그림 3.36 설계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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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7 근거리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8g)

    그림 3.38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PGA=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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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여준 각각의 지진에 대한 층응답 증폭비 그래프에서는 PGA가 

0.2g와 1.0g인 경우 그 증폭비의 값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표 3.19에서 보는 바와 PGA가 1.8g 일 때

는 PGA가 1.0g 일때에 비해 두 번째 모드에 대한 증폭비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으로 탄성

역의 응답스펙트럼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표 3.19 최상단 층응답 증폭비 (PGA=1.0g, 1.8g)

첫 번째 모드에 대한 

증폭비

두 번째 모드에 대한 

증폭비

PGA=1.0g

설계지진 3.3 4.1

근거리지진 2.8 3.4

시나리오지진 2.8 4.3

PGA=1.8g

설계지진 3.3 2.7

근거리지진 3.9 3.3

시나리오지진 2.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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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안전관련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

제1절 서론

  원전 내의 안전관련 기기는 원전 격납건물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도나 

안전요구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원전 내의 안전관련 

기기가 지진 시 손상을 입어 그 기능을 상실하 을 경우 그로 인하여 원

전의 노심이 손상되고 그 결과 원전 전체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주변 환경에 막대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 설치된 안전관련 주요 기기

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대

상 구조물로는 유체저장 탱크, 전기캐비넷, 펌프를 선정하 으며, 입력지진

동으로는 앞에서 작성된 세 종류의 지진동 시간이력과 층응답 시간이력이 

사용되었다. 표 4.1은 해석 대상기기의 주요 파괴모드, 고유진동수, 주요응

답, 해석방법, 해석코드 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해석 대상기기

대상기기 파괴모드 고유진동수 Check Point 해석방법 해석코드

캐비넷 Functional 9Hz
Acceleration 

Amplification
시간이력해석 MIDAS

Tank Anchorage - 전단력/모멘트 등 시간이력해석 MIDAS

Pump

Anchorage

or

Functional

20Hz

(4ton)

Acceleration 

Amplification

전단력/모멘트

시간이력해석 M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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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체저장 탱크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해석 대상 기기중 하나로 유체저장 탱크를 선정했다. 선

정된 유체저장 탱크는 그림 4.1과 같은 원통형 구조물로서 지진과 같은 동

적하중을 받으면 유압으로 인해 구조물의 응답에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

는 다시 유체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

으로 유체 표면에서는 유체유동(Sloshing) 현상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유

체의 유출과 충격압의 발생 등이 유발 된다. 이러한 유체의 동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벽체의 유동성 고려 유무로 Housner[16]와 

Haroun[17]의 유체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두 모델의 응답 결과를 비교

하 으며 다시 시간이력해석 결과와 이들 두 방법을 비교하 다.

그림 4.1 유체저장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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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체저장 탱크의 모델링

  해석 대상 유체저장 탱크의 제원 및 물성치는 그림 4.2 및 표 4.2와 같

다. 먼저 유체저장 탱크의 고유치해석을 위하여 그림 4.3과 같은 3차원 유

한 요소 모델을 사용했다. 3차원 모델에서는 탱크 내부에 유체가 없다는 

가정을 하 으며 그림 4.4는 내부가 비어있는 유체 저장탱크의 집중질량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첫 번째 고유진동수는 

30.12Hz이었으며 집중질량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29.33Hz이었다. 이때의 모

드기여도는 약 83% 다. 그 외의 고차모드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얇은 두께 때문에 많은 국부적인 모드형상이 나타났지만 모드 기여도의 

측면에서 주요한 모드를 찾아보았을 때 그 진동수와 모드형상은 는 두 모

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많은 국부적인 모

드형상의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유체저장 탱크

의 지진응답 평가 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대신해 집중질량 모델을 사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2 유체저장 탱크의 제원

Max. liquid level

Shell I.D

Plate Thickness
 - Shell plate ; 15mm
 - Roof plate  ; Knuckle Part : 15mm
                 Crown Part   : 13mm
 - Bottom plate ;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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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체저장 탱크의 물성치

탄성계수 포아송 비 단위중량

2.1×10 7 ton/m 2 0.3 7.85 ton/m 3

그림 4.3 유체저장 탱크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M1

M2

M3

M4

M5

M6

M7

M8

M1 = 10.594 ton

M2 ~ M7 = 7.585 ton

M8 = 48.222 ton

E = 21000000 ton/m2

그림 4.4 유체저장 탱크의 집중질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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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유체저장 탱크 내 유체의 동적 거동 특성을 고려하기 위

해 앞에서 언급한 Housner와 Haroun의 유체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 다. 

그림 4.5와 표 4.3은 Housner 방법의 유체 모델과 각 성분의 계산식을 보

여주고 있다. Housner의 방법은 유체를 크게 충격성분(Impulsive)과 대류

성분(Convective)으로 간단히 표현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몇 

가정이 따른다.

    - 탱크는 강체로 고려한다.

    - 응답은 선형이다.

    - 유체를 압축될 수 없다.

 

 

그림 4.5 Housner가 제시한 유체 모델

WC

WI

Hi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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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Housner에 의해 제시된 원통형 유체저장탱크의 설계식

Cylindrical Tank

W I=
tanh( 3

R
H
)

3
R
H

∙W

W C=
0.46∙tanh(1.84

H
R
)

H
R

∙W

H I=0.38∙H∙[1+α( WW I
-1)]

H C=H∙

ꀎ

ꀚ

︳︳︳︳︳︳︳
1-

cosh(1.84 HR )-β
1.84

H
R
∙sinh(1.84 HR )

ꀏ

ꀛ

︳︳︳︳︳︳︳

k c=
ω 2∙W C
g

ω 2=
1.84g
R
∙tanh(1.84 HR )

α : 0.0

β : 1.0  ∵ fixed base support

H : Undisturbed Water Surface

 W : Fluid Weight

ω :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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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과 표 4.4는 Haroun 방법의 유체 모델과 각 성분의 계산식을 

보여주고 있다. Haroun 방법에는 유체를 충격성분(Impulsive)과 대류성분

(Convective) 외에 벽체의 유동성을 고려한 성분이 추가된다. 여기서 충격

성분과 벽체의 변형을 고려한 성분은 유체저장 탱크의 높이-반경 비( H/R)

를 알면 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18]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그림 4.6 Haroun이 제시한 유체 모델

Hr

Hf

Hs

W s

W f

W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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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Haroun에 의해 제시된 원통형 유체저장탱크의 설계식

Cylindrical Tank

W s=0.455∙π∙ρ∙R
3∙tanh (1.84 HR )

H s={1-( R
1.84∙H )∙tanh (0.92

H
R )}∙H

ω2s=
1.84g
R

tanh( 1.84∙HR )

ρ : Density of fluid

ρ f : Density of Shell

H : Undisturbed Water Surface

E : Elastic Modulus of Shell

ω s : Natural Frequency of Sloshing in Radian

ω f : Natural Frequency of Shell in R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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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응답 평가

  

  본 연구에서는 유체저장 탱크의 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Housner와 Haroun 방법 그리고 집중질량 모델 시간이력해석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유체저장 탱크의 지진응답을 평가하 다. Housner와 

Haroun 방법에서는 입력으로 스펙트럴 가속도가 사용되었으며 시간이력

해석에서는 입력지진동의 시간이력이 사용되었다. 

 

  3.1 Housner 방법

  

  Housner는 유체저장 탱크의 동적거동을 평가함에 있어 충격모드

(Impulsive Mode)와 대류모드(Convective Mode)로 나누는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절에서는 Housner의 유체모델링 방법(그림 4.5, 표 4.3)을 

이용하여 유체저장 탱크의 밑면 최대전단력과 밑면 최대전도모멘트를 응

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제시된 계산식으로 구하 다.

  해석대상 탱크 자체의 무게( We)와 탱크 내 유체의 무게( Ww), 탱크의 높

이(H)와 반경( R), 물의 깊이(Hw)는 주어진 탱크의 제원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들 값은 다음과 같다.

   W e=104.326 ton   ,  W w=1806.1 ton

   H=11.43m , R=7.62m , H w=9.906 m

  Housner 방법을 이용하여 탱크의 응답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로 충격모드와 대류모드의 무게와 무게 중심의 탱크 내 높이를 표 4.3을 

이용하여 구하 다. 

   W I=1179.11 ton , H I=3.764 m

   W C=628.48 ton , H C=6.45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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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래첨자 I와 C는 각각 충격(Impulsive)모드와 대류(Convective)

모드를 나타낸다.

 ‣ 충격모드 응답

  충격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해 식 (4.1)을 이용하 다.

              (4.1)

  여기서, Es는 탱크의 탄성계수, ρs는 탱크의 단위중량, ρw는 유체의 단위 

중량, Cw는 탱크의 충격모드 진동수 계수이다. 이 계수는 물의 높이에 대

한 탱크의 반경비( H W/R)로 나타내며 Cw는 참고문헌 [18]로부터 얻어진 값

으로  H W/R=1.3  일 때의 값은 0.119이다. 각각의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하

여 얻은 충격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f i는 9.794Hz이다.

  다음으로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5% 감쇠 응답스

펙트럼을 이용하여 9.794Hz에 대한 스펙트럴 가속도를 구한다. 표 4.5는 

각각의 지진동에 대한 스펙트럴 가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 진동수 9.794Hz에서의 지진동별 스펙트럴 가속도 (Damping=5%)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스펙트럴 가속도(g) 0.208 0.500 0.466

  충격모드에 대한 유체저장 탱크의 밑면전단력과 전도모멘트를 구하기 

위하여 식 (4.2) 및 (4.3)을 이용하 다.

   V i=S ai∙(W e+W I)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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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S ai∙(W e∙H e+W I∙H I)                   (4.3)

  표 4.6은 Housner 모델을 이용하여 충격모드에 대하여 구한 지진동별 

밑면전단력과 전도모멘트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 Housner 방법의 충격모드에 대한 응답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밑면전단력(tonf) 266.95 641.72 598.08

전도모멘트(tonf•m) 1099.72 2643.55 2463.79

 ‣ 대류모드 응답

  먼전 대류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구해보자

   ω
2
c=
1.84g
R
∙tanh(1.84

HW
R )  에서 ω c=1.5255 rad/sec

   ∴f c=
ω c
2π
=0.243 Hz

  다음으로 진동수 0.243Hz에서의 지진동 각각의 0.5% 응답스펙트럼 값을 

구한다. 표 4.7은 진동수 0.243Hz에서의 지진동별 스펙트럴 가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7 진동수 0.243Hz에서의 지진동별 스펙트럴 가속도 (Damping=0.5%)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스펙트럴 가속도(g) 0.0124 0.123 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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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들과 식 (4.4), (4.5)를 이용하여 대류모드에 대한 밑면전단

력과 전도모멘트를 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V c=S ac∙W C                           (4.4)

   M c=S ac∙W C∙H C
                      (4.5) 

표 4.8 Housner 방법의 대류모드에 대한 응답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밑면전단력(tonf) 7.79 77.30 29.16

전도모멘트(tonf·m) 50.34 499.30 193.23

 ‣ 충격모드와 대류모드의 응답 조합

  앞에서 구한 충격모드와 대류모드에 대한 응답을 SRSS방법으로 조합하

여 밑면전단력과 전도모멘트에 대한 결과를 표 4.9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usner의 유체 모델링 방법에서는 설계지진동에 대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4.9 Housner 방법에 의해 산정된 응답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밑면전단력(tonf) 267.06 646.35 598.79

전도모멘트(tonf·m) 1100.87 2690.29 2471.36



- 73 -

  3.2 Haroun 방법

  

  Haroun은 유체저장 탱크의 동적거동을 평가함에 있어 Housner의 방법

에 탱크의 유동성을 추가하 다. 본 절에서는 Haroun의 유체 모델링 방법

을 이용하여 탱크의 최대 밑면전단력과 전도모멘트를 구하 다. 그림 4.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roun 방법에서는 유체저장 탱크를 대류성분( W s), 

충격성분( W f), 그리고 탱크의 유동성을 고려한 성분( Wr)의 세 가지로 나

누었다. W f와 Wr는 그림 4.7의 그래프[17,18]를 이용하여 구하 다. 여기서 

H/R=9.906/7.62=1.3  이며 h/R=0.015/7.62=0.002이다. 

   

   W f/W w=0.645 , H f/H=0.447 , W r/W w=0.672 , H r/H=0.414

  W s와 Hs는 표 4.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W s=0.455∙π∙ρ∙R
3∙tanh (1.84 HR )=621.64 ton

   H s={1-( R
1.84∙H )∙tanh (0.92

H
R )}∙H=6.635m

  그림 4.7과 표 4.4를 이용하여 충격모드와 대류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ω fH
ρ f/g

E
=0.125 where ρ f=7.85 ton/m

3 , E=2.1×10 7 tonf/m 2
 

   ω f=64.6 rad/sec

   ∴ f f=10.287 Hz

  

   ω
2
s=
1.84g
R
tanh( 1.84∙HR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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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s=1.525 rad/sec

   ∴ f s=0.243 Hz

  다음으로 입력지진동의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구해진 진동수에 대한 입

력지진동별 스펙트럴 가속도를 구한다. 표 4.10은 이렇게 구해진 스펙트럴 

가속도 값을 나타나있다.

그림 4.7 Haroun 모델에서의 응답값 산정을 위한 파라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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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진동수에 따른 입력지진동별 스펙트럴 가속도 값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S as (0.5% damping at 0.243Hz) 0.0124g 0.123g 0.0476g

S af (5.0% damping at 10.287Hz) 0.234g 0.495g 0.473g

G max (Input PGA) 0.2g 0.2g 0.2g

  이상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Haroun의 모델링 방법에 의한 최대 밑면전

단력과 전도모멘트는 식 4.6과 4.7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표 4.11은 각

각의 지진동별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V max= (W sS as)
2+(W fS af)

2+[(W r-W f)G max ]
2                  (4.6)

   M max= (W sH sS as)
2+(W fH fS af)

2+[(W rH r-W fH f)G max]
2          (4.7)

표 4.11 Haroun 방법에 의한 응답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밑면전단력(tonf) 272.88 581.77 551.89

전도모멘트(tonf·m) 1208.67 2603.53 2448.03

  3.3 시간이력해석 방법

  

  본 절에서는 유체저장 탱크의 지진응답해석 중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기 위해 그림 4.11과 같은 집중질량 모델을 사용하 으며 탱크 내부의 유

체는 앞서 설명한 Housner 유체 모델링 방법의 결과를 이용하 다. 입력

으로는 그림 4.8 ∼ 4.10과 같은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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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력을 사용했으며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상용프로그램인 MIDAS

를 이용하 다. 표 4.12는 Housner 방법, Haroun 방법, 시간이력해석 방법

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설계지진에 대한 응답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시간이력해석 방법에 비해 Housner 방법은 큰 응답을 Haroun 방법

은 작은 응답을 보 다. 

그림 4.8 근거리지진 (PGA=0.2g)

그림 4.9 설계지진 (PGA=0.2g)

그림 4.10 시나리오지진 (PGA=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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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3.764 m

6.459 m

     그림 4.11 유체저장 탱크의 집중질량 모델 (유체고려)

표 4.12 유체저장 탱크의 해석방법별 응답 비교

밑면 전단력 (tonf) 전도 모멘트 (tonf·m)

Housner

Near-Fault 267.06 1100.87

Design 646.35 2690.29

Scenario 598.79 2471.36

Haroun

Near-Fault 307.17 1279.61

Design 581.77 2603.53

Scenario 548.42 2315.93

시간이력해석

Near-Fault 306.31 1299.57

Design 616.26 2700.55

Scenario 537.03 2328.29

M1=10.594 ton

M2~M7=7.585 ton

M8=48.216 ton

M9=1179.136 ton

M10=628.474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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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기캐비넷

1. 서론

  전기캐비넷은 여닫이문을 가진 인클로저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기 기

기를 장착, 지지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전기캐비넷에 장착되는 기기는 

보통 기능적 요건에 따라 배열하며 일반적으로 무거운 부품은 기초 부근

에, 가벼운 부품은 위쪽에 설치한다. 장착된 부품은 작은 전자 부품에서 

복잡하고 큰 기계 부품까지 매우 다양하며 전기캐비넷 내부에는 여러 부

품을 연결하는 복잡한 와이어 다발도 있다. 그림 4.12와 4.13은 전기캐비넷

의 내·외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2 전기캐비넷의 내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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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전기캐비넷의 외부형태

  그림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캐비넷에는 계전기와 같은 많은 전기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 기기의 건전성은 전기캐비넷의 거동에 향

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의 파괴양상은 다른 구조물과는 달리 

구조적 파괴가 아닌 외부하중 발생 시 접지 떨림에 의한 기능적 파괴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진과 같은 외부하중 발생 시 전기 기기의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기가 설치된 전기캐비넷의 응답을 평가해야 한다

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DGLSB(Diesel 

Generator Load Sequencer Board) 전기캐비넷을 해석 대상 기기로 선정

하여 지진해석을 수행하여 그 응답을 평가하 다.

2. 전기캐비넷의 모델링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그림 4.14와 같은 내부 프레임을 갖는 DGLSB 

전기캐비넷이다. Gupta[19]등에 의해 수행된 유한요소 모델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표 4.13은 Gupta 모델에 대한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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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해석대상 캐비넷 (외부 박스 구조물과 내부 프레임)

18
80
 m
m

1830 
mm

407 mm

18
80
 m
m

1830 
mm

407 mm

표 4.13 Gupta에 의한 DGLSB 전기캐비넷의 유한요소 모델

Described in Detail in Gupta et al.[17]

74"(H) x 72"(W) x 16"(D) : DGLSB(Diesel Generator Load Sequencer 
Board)

  As described in detail in Gupta et al. (1999), the observations from an 
analysis of the fixed-base finite element model for cabinet DGLSB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global bending cabinet mode for this box type cabinet does not 
exist in the nonrigid frequency region.

2. A single mode (termed as the significant mode) is sufficient to 
evaluate accurate incabinet spectra for instruments located on the 
door as well as for those located on the frame.

3. The significant mode for an instrument located on the door is a local 
door mode and that for an instrument located on the internal frame 
is a local frame mode.

4. The frequency of the local door mode, which is also the fundamental 
cabinet mode, is 8.6 Hz.

5. The local frame mode is the third cabinet mode that has a frequency 
of 10.8 Hz.

6. The significant modes occur primary due to the motion in front　
back direction.



- 81 -

  전기캐비넷의 지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5와 같

은 유한요소 모델을 상용프로그램인 MIDAS를 사용하여 작성하 다. 적용

된 물성치는 표 4.14와 같다. 바닥은 고정되었으며 앞문의 양쪽 끝은 힌지

로 가운데 부분은 윙 스크류의 향을 고려하는 경계조건을 가지고 모델

링하 다.

  

   그림 4.15 전기캐비넷의 3차원 유한요소 모델

표 4.14 DGLSB 전기캐비넷의 물성치

탄성계수 포아송 비 단위중량

2.1×10 7 ton/m 2 0.3 7.85 ton/m 3

  해석 대상 전기캐비넷의 모델링 검증을 위하여 고유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4.16 ∼ 4.19는 전기캐비넷의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림 4.16은 앞문의 모드형상이고 그림 4.17은 뒷 패널의 모드형상, 그림 

4.18과 4.19는 내부 프레임의 모드형상을 옆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본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5는 각 모드별 고유진동수를 Gupta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캐비넷의 고유치해석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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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ta의 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15 해석 결과와 Gupta 결과의 모드별 진동수 비교

앞 문 뒷 패널 내부 프레임

해석 결과 8.65Hz 10.12Hz 10.74Hz

Gupta 결과 8.63Hz - 10.80Hz

그림 4.16 앞 문

             

그림 4.17 뒷 패널

 

                     

그림 4.18 내부프레임(옆)                  그림 4.19 내부프레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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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응답 평가

  

  전기캐비넷은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는 먼저 전기캐비넷이 위치하고 있는 높이에서 구조물의 층응답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캐비넷의 위치를 높이 30.19m에 있다고 가정하

으며 입력지진동으로는 앞에서 구한 격납건물의 높이 30.19m에서의 층

응답(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 다. 그림 4.20 ∼ 4.22는 근거리지진, 설

계지진, 시나리오지진 각각의 높이 30.19m에서의 층응답 가속도 시간이력

으로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평가 시 입력지진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0 근거리지진동에 의한 높이 30.19m에서의 층응답 

     그림 4.21 설계지진동에 의한 높이 30.19m에서의 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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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 시나리오지진에 의한 높이 30.19m에서의 층응답 

  미국의 SQUG(Seismic Qualification Utility Group)가 제시한 GIP 

(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20]에서는 기기정착부가 건전한 경우 

대부분의 기기의 구조적 내진성능은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전기 등과 같은 전기 기기들은 그 기능

적 파괴가 문제되기 때문에 전기캐비넷 내부에 전기 기기가 장착된 부분

의 응답이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캐비넷에서 전기 기기가 장

착될 수 있는 앞 문, 내부 프레임, 뒷 패널의 응답을 구하고 각각의 

In-Cabinet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그림 4.23 ∼ 4.25는 전기캐비넷 앞문의 In-Cabinet 응답스펙트럼을 근

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의 각각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지진에 대한 응답 값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설계지진에 대한 응답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증폭비는 시나

리오 지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나리오지진의 고진동수 성분

이 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림 4.26에서는 전기캐비넷 앞문에 대한 각

각의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고 있다. 설계지진과 시나리오지진의 경우 

8.65Hz의 진동수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이는데 이는 전기캐비넷 앞문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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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앞문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근거리지진)

그림 4.24 앞문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설계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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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앞문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시나리오지진)

  

그림 4.26 앞문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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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7 ∼ 4.29는 전기캐비넷 내부 프레임의 응답스펙트럼을 근거리

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의 각각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내부 프레

임 역시 근거리지진에 대한 응답 증폭 값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설계지

진에 대한 응닶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증폭비를 살펴보면 Peak 값에 

대한 증폭은 설계지진에서 나타났지만 내부 프레임의 고유진동수인 

10.74Hz에서의 증폭은 시나리오지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앞문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시나리오지진의 고진동수 특성 때

문이다. 그림 4.30은 전기캐비넷 내부 프레임에 대한 각각의 응답스펙트럼

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설계지진에서 가장 큰 응답 값을 나

타내며 근거리지진에서 가장 작은 응답 값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7 내부프레임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근거리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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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내부프레임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설계지진)

그림 4.29 내부프레임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시나리오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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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내부프레임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 비교

  그림 4.31 ∼ 4.33은 전기캐비넷 뒤 패널의 응답스펙트럼을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의 각각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내부 프레임의 경우와 흡사하며 그 증폭 값이 다소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뒤 패널의 고유진동수가 내부 프레임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하다는 것과 질

량의 모드기여도가 내부 프레임에 비해 다소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시나리오지진과 같이 고진동수 특성이 큰 입력지진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주요기기의 내진성능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해석 대상 캐비넷과 같이 주요한 모드가 국부적인 성분

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기가 장착된 위치에서 각각의 모드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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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뒷 패널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근거리지진)

그림 4.32 뒷 패널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설계지진)



- 91 -

그림 4.33 뒷 패널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시나리오지진)

그림 4.44 뒷 패널에서의 캐비넷 응답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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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펌프

1. 서  론

  펌프는 원전 격납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기로서 지진과 같은 큰 

외부하중 발생 시에 정착부의 파괴 또는 기능적 파괴와 같은 파괴모드를 

가진다. 원전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펌프가 있으며 각각의 제원 및 기능은 

그 사용목적 및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45와 같은 무

게가 약 4ton인 펌프를 대상 기기로 선정했으며 격납건물의 높이 30.19m

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입력지진동으로는 유체저장 탱크에 사용한 

PGA가 0.2g인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을 사용했다. 정착부의 

파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펌프의 밑면 전단력을 주요 응답으로 정했으며, 

기능적 파괴에 대한 평가를 위해 펌프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그림 4.45 펌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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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펌프는 무게가 4ton이며 목표로 하는 고유진동수가 

약 20Hz이다. 그림 4.46은 펌프를 4ton의 집중질량을 가지는 고유진동수가 

20Hz인 단자유도 모델로 이상화한 것이다.

          

1 m

M = 4 tonf

그림 4.46 펌프의 단자유도 모델링

  펌프의 모델링이 끝난 후 그 지진응답을 얻기 위해서 펌프를 앞에서 가

정한 격납건물의 30.19m 높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림 4.47은 격납건물 

내 높이 30.19m에 펌프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격납건물

과 펌프의 연결은 강체연결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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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m

Pump

Rigid Rink

             그림 4.47 격납건물 내 펌프의 위치

  본 절에서는 지진응답 해석방법으로 모드중첩법을 사용하기 위해 그림 

4.47과 같은 모델의 고유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4.48은 펌프가 고려된 

격납건물의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섯 번

째 모드가 펌프의 모드임을 알 수 있다. 표 4.16은 펌프가 고려된 격납건

물의 모드별 진동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여섯 번째 모드까지의 질량 기

여도는 9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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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6th Mode

    그림 4.48 펌프가 고려된 격납건물의 모드형상

표 4.16 펌프가 고려된 격납건물의 모드별 진동수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Mode 6

Frequency(Hz) 3.84 7.31 14.60 15.66 19.99 21.59

3. 지진응답 평가

  펌프가 고려된 격납건물의 지진응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쇠값이 다

른 격납건물과 펌프에 대해서 모드별로 감쇄값을 달리 주어야한다. 본 연

구에서는 격납건물의 감쇄값을 5%로 펌프의 감쇄값을 3%로 가정하 다. 

즉 다섯 번째 모드에만 3%의 감쇄값을 주고 나머지는 5%의 감쇄값을 주

고 해석을 수행하 다. 

  펌프의 입력지진동별 전단력을 표 4.17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응답값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나리오지

진이 가지는 고진동수 특성과 펌프의 고유진동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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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펌프의 입력지진동별 전단력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

전단력(tonf) 1.54 1.94 3.62

  그림 4.49는 입력지진동별 펌프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펌프의 고유진동수인 20Hz 부근에서 시나리

오지진에 대한 응답값이 설계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비해 크게 증폭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 및 주요안전 관련

기기의 내진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설계지진의 경우 고진동수 성분이 저평

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 4.49 입력지진동별 펌프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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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주요안전관련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

을 위해 주파수 특성이 다른 근거리지진, 설계지진, 시나리오지진을 입력

지진동으로 활용하 다. 먼저 격납건물에 대해서는 입력지진의 강도에 따

른 가속도, 변위, 전단력 응답을 평가하여 그 비선형 거동특성을 분석했으

며, 내부에 설치된 기기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층응답 스펙트럼

을 분석하 다. 또한 선정된 주요안전관련 기기인 유체저장 탱크, 전기캐

비넷, 펌프의 지진응답 해석을 통해 각각의 기기의 파괴모드에 따른 관심

응답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 탄성한계 내에서는 격납건물의 설계에 사용된 지진동에 의한 가속도,  

변위, 전단력 응답이 시나리오지진이나 근거리지진에 대한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격납건물의 경우 탄성한계 내에서는 비교적 내진

여유도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 격납건물의 층응답스펙트럼에서는 10Hz이상의 고진동수 역에서  시

나리오지진에 대한 응답 증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격납

건물의 비선형 거동시의 층응답은 진동수에 따라 증폭값이 약간 변했

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선형 거동 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들은 시나리오지진과 같이 고진동수 특성을 갖는 지진의 경우 구조

물 내부에 설치된 기기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주기 

특성을 갖는 근거리지진의 경우는 기기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격납건물은 설계지진에 대해서 PGA가 0.8g 이상이 되면 비선형 거동  

을 보 으며, 근거리지진이나 시나리오지진에 대해서는 PGA가 1.0g 

이상이 되어야 비선형 거동을 보 다.

 - 격납건물이 비선형 거동을 하면서 변위에 대한 응답값이 급격이 증가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탄성한계 내에서는 충분한 내진여유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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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할지라도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한다면 변위에 기반을 둔 내진

여유도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 유체저장 탱크의 관심응답인 밑면전단력과 전도모멘트에 대한 응답을  

Housner, Haroun, 시간이력해석 방법으로 각각 구하 다. 그 결과 설  

계지진에 대한 응답값이 근거리지진이나 시나리오지진에 비해 크게 나  

타났다.

 - 전기캐비넷은 앞문, 내부 프레임, 뒷 패널 각각의 고유진동수에서 응답  

증폭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근거리지진에 대한 

응답 증폭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10Hz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는 뒷 

패널과 내부 프레임의 경우는 시나리오지진에 대한 증폭 값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는 시나리오지진이 가지는 고진동수 특성 때문이다. 펌

프의 경우는 고유진동수가 약 20Hz 정도이며 그에 따라 시나리오지진

에 의한 응답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나리오지진

과 같이 고진동수 특성이 큰 입력지진은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주요기

기의 내진성능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본 연구는 월성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 해석에 한정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지진취약도 분석 등을 통한 원전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와 면진장치 등의 지진력 저감장치 도입으로 인한 내진성능향상 

평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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