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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원전, NPP: nuclear power plant)는 1차 시스

템(주계통 혹은 1차계통)인 구조물과 2차 시스템(부계통)인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원전에서는 여러 주요 구조물의 각 층

에 여러 기기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계통의 내

진설계 및 지진해석은 주계통-부계통 연계모델을 대상으로 수

행해야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연계여부를 결정하여 비

연계모델을 대상으로도 수행하고 있다(USNRC, 2007b). 이러

한 접근방법의 주된 이유는 원전내 구조물과 부계통이 복잡하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통과 부계통을 분리하여 내진설

계 및 지진해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주계통인 구조물 각 

층에서 층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층응답스

펙트럼을 기반으로 부계통의 내진설계 및 지진해석을 수행한

다(Park and Choi, 2015). 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은 이러한 지

진 비연계해석이 부계통의 응답을 연계해석에 비하여 비교적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부계통의 보수적인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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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ismic design and analysis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re performed based on an decoupled model. However, this decoupled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it generates inaccurate results compared to the coupled analysis because it cannot simulate actual phenomena 

such as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s and components. Thus, this study performed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is on an existing 

nuclear containment structure and related components, considering the mass and natural frequency ratios. And based on these results, 

comparative analyses of responses of components were conducted. Consequently, the seismic coupled analysis result generally gave a smaller 

value than the decoupled analysis result.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simple coupled model, which was an existing 

study, but the difference in component responses was much more pronounced. Also, this was influenced by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component rather than the influence of the input frequency of the input seismic motions.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coupled and 

coupled seismic analysis occurred in the region where the mass ratio of the components was large, and the natural frequencies were almost 

similar due to the considerabl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component in this re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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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지진 비연계해석은 부계통의 보수적인 설계

를 유도하여 강성을 키우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힘을 유발

하게 된다(Gupta and Gupta 1994; Gupta, 1996). 또한, 큰 강성

은 더 잦은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구조부재가 피로 파괴에 

취약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비연계해석은 실제 구조물-

기기 간 상호작용 등의 실제 현상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

계해석에 비하여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한

계를 가진다(Burdisso and Singh, 1987; Gupta, 1984).

이러한 연계모델을 대상으로 한 내진설계 및 지진해석의 개

념 및 중요성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Chaudhuri 

and Gupta, 2002; Chen and Soong, 1988; Gupta and Bose, 2017; 

Gupta and Gupta, 1998a; Gupta and Gupta, 1998b; Kwag and 

Gupta, 2018; Papageorgiou and Gantes 2010; Pardalopoulos and 

Pantazopoulou, 2015; Singh and Suarez, 1987; Suarez and Singh, 

1987; Xu and DeGrassi, 2000).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에서는 

실제 원전 격납건물 구조물 및 관련 부계통을 대상으로 지진 연

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계통에서

의 응답을 비교한다. 이는 구조물-부계통의 질량비와 고유진동

수비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진 연계/비연계해석을 수행하고 응답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2-자유도 시스템(단자유도 구조물-단자유도 

기기)을 대상으로 기 수행된 부계통 지진응답비(비연계모델 

응답/연계모델 응답)결과(Jung et al., 2020)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실제와 더 가까운 원전 다자유도 시스템(다자유

도 구조물-단자유도 기기 및 다자유도 구조물-다자유도 기기)

을 대상으로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으로 인한 부계통 지진응

답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향후 현재 원전 부계통 내진설계의 

보수성을 완화시키고 보다 현실적인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진성능평

가 및 지진리스크 평가(Kwag et al., 2020)를 보다 정확하고 효

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전 격납건물 해석모델

원전 1차 시스템인 구조물은 Fig. 1의 한국표준형원전(OPR 

1000)모델의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모델은 Fig. 2

와 같이 각층의 질량과 강성을 고려하여 집중질량모델로 구성

하였다. 격납건물 전체질량은 약 46,691ton이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5500psi(37.921MPa)이다. 부재의 특성값 및 집중

질량모델의 구체적 정보는 격납건물 지진해석보고서(Korea 

Electronic Power Corporation, 1992)를 참고하였다. 격납건물

에 사용된 재료의 특성값 등의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참고문

헌에 기술되어 있다. 

대상 집중질량모델은 MIDAS GE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립하였다. 격납건물은 외부 벽체와 내부구조물로 구성된다. 

내부 벽체는 1차 차폐벽과 2차 차폐벽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해석모델에서 각층의 질량은 구조부재(기둥, 벽체, 보)와 기기

들의 무게를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부재는 빔요소를 사용하여 

절점을 연결하였으며, 빔요소는 전단성분이 고려된 요소를 사

Fig. 1  OPR1000 NPP containment building: (a) NPP site example 

(picture sourc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press release), 

(b) Schematic of the containment section(source: KEPCO E&C; 

https://www.kepco-enc.com/portal/contents.do?key=1239)

Fig. 2  Lumped-mass stick model of OPR1000 NPP containment 

building: (a) conceptual model(KAERI, 2019), (b) MIDAS GE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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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격납건물의 내부는 수많은 벽체들이 슬래브와 연결

되고 슬래브는 다시 외부벽체와 연결되어 있다. 외부벽체와 

내부벽체가 슬래브로 연결되는 경우 강체요소를 사용하여 수

평하중을 전달하도록 모델링하였다. 격납건물의 벽체는 기초 

위에 위치한다. 

격납건물모델의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1과 같이 

1차모드 고유진동수는 4.56Hz로 나타났으며, 연직방향 고유

진동수는 약 12.17Hz로 나타났다. Fig. 3은 주요모드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격납건물 지진해석 보고서에 나타난 고유

진동수 결과,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집중질량모델 

결과 및 3차원 Full 유한요소모델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해당모델은 격납건물의 동특성을 적절히 모

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델의 유효성이 적절히 검증된 것으

로 판단된다.

3. 대상 지진파

본 연구에서는 입력지진동의 진동수 특성에 따라 지진 연계

해석과 비연계해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동수성분이 

서로 다른 대표적인 두 가지 입력지진동을 사용하였다. 입력

지진동의 가속도스펙트럼은 Fig. 4와 같다. 목표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인공지진은 P-CARES(USNRC, 2007a)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생성된 인공지진은 합성 지진파를 활용하였고 

이러한 인공지진의 목표스펙트럼 만족 요건(USNRC SRP 

3.7.2) 충족 여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사용된 입력스펙트

럼은 원전의 설계스펙트럼 USNRC RG 1.60과 국내 지반의 특

성을 고려한 등재해도스펙트럼(UHS: Uniform Hazard Spectrum) 

이다. USNRC RG 1.60 설계스펙트럼의 탁월진동수 구간은 대

략 2~9Hz에서 형성되며, 격납건물의 1차모드 고유진동수인 

4.5Hz에서 스펙트럼 가속도는 0.82g이다. 반면, UHS의 탁월

진동수 구간은 대략 10~25Hz에서 형성되고, 4.5Hz에서 스펙

트럼 가속도는 0.42g이다. 해석에서 사용한 입력지진의 최대

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는 0.3g로 가정하

였다. 이는 OPR1000 원전 안전정지지진의 PGA 값인 0.2g를 

상회하는 값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수평방향 지진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4. 구조물-기기 지진해석 다자유도-단자유도 사례 연구: 

(1) 비연계해석, (2) 연계해석

지진응답의 측정위치 및 부계통 설치 위치는 polar crane이 

위치하고 있는 절점 12(Fig. 2 참조)와 내부구조물의 최상층 위

치의 절점 33을 선정하였고, 응답의 형태는 수평방향(대상 모

델 X방향) 절대가속도 응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

된 절점 12 및 절점 33의 수평방향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유 모드는 고유치 해석 결과로 부터 각각 1차 모드 

4.56Hz 및 5차모드 12.60Hz로 판단된다. 관련 모드 형상과 주

Table 1  The first mode natural frequency value of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the model(unit: Hz)

Lumped-mass stick model 3D model

MIDAS GEN

(This Study)

OpenSEES
(Kim et al., 

2013) 

TDAP
(KEPCO, 

1992)

ABAQUS
(Kim et al., 

2013)

Horizontal 4.56 4.56 4.56 4.48

Vertical 12.17 12.18 12.17 12.65

Fig. 3  Main mode shapes of lumped-mass stick model of 

OPR1000 NPP containment building(X-Z Plane)

Fig. 4  Response spectra of input seismic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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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드 결과는 Fig. 3에 나타나있다. 상세모드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1차모드 유효질량은 약 20,012ton이고, 5차모드 유효

질량은 약 13,325ton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모드해석 결과

에 따라 각각의 절점에 설치될 부계통의 질량비(ms/mp)와 고

유진동수비(fs/fp)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ms, mp, fs, fp는 각각 

부계통 질량, 1차계통 구조물 대상모드 유효질량, 부계통 고유

진동수, 구조물 대상모드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구조물-기기 상호작용으로 인한 지진 연계해석과 비연계해

석의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하여 부계통인 기기를 단자

유도로 모델링하였다. Table 2는 절점 12에 설치되는 부계통의 

질량비, 고유진동수비 및 부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는 절점 33에 설치되는 부계통의 질량비, 고유진동수비 및 부

재 특성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부계통의 질량비는 0.001, 

0.01, 0.1를 고려하였고, 고유진동수비는 0.5, 1, 2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계통의 질량비 및 고유진동수 산정 시, 구조물(1차 계

통)의 질량과 고유진동수는 부계통 설치 위치에 따라 관련 절

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모드(절점 12는 1차모드, 절점 33은 

5차모드)를 기반으로 계산된 각각의 해당모드의 유효질량 및 고

유진동수 값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고려

하는 부계통의 고유진동수는 통상적으로 원전에 설치되는 부

계통(예: 탱크, 열교환기, 캐비닛, 등)의 고유진동수가 5~30Hz 

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진응답해석 시 구조물인 격납건물모델은 PSC 구조형식

이므로 감쇠비를 5%로 가정하였고, 부계통인 기기 모델은 감

쇠비를 2%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물과 기기의 감쇠비 차

이로 인하여 지진 연계모델의 감쇠행렬은 고전적 감쇠행렬이 

아닌 비고전적 감쇠행렬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진 연계모델의 

비고전적 감쇠행렬이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물-기기 

사이 고유진동수가 유사할 때 고전적 감쇠행렬를 사용한 응답 

결과와 비교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계통-

부계통의 질량비가 충분히 작으면서 주계통-부계통의 고유진

동수비가 거의 일치하는 영역(Nearly tuned region: 예를 들어 

0.95~0.99 혹은 1.01~1.05)에서 결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

로 밝혀졌다(Gupta and Bose,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진 연계해석 수행 시 비고전적 감쇠행렬 효과를 고려하기 위

하여 MIDAS GEN 내의 Group Damping 기능을 활용하였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쇠비를 갖는 Group 내의 감쇠행렬은 Rayleigh 

감쇠행렬 생성법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비고전적 감쇠

행렬에 대한 이론적 전개는 Kwag과 Gupta(2018) 문헌에 자세

히 기술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진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 응답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

문에 수치해석 결과를 부계통 지진응답비 형태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부계통 지진응답비는 비연계모델 지진 최대 응답을 

연계모델의 지진 최대 응답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여기서, 

비연계모델 지진해석은 현재의 원전 내진설계 및 지진해석 절

차대로 먼저 1차 시스템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지진해석을 수

행한 뒤 부계통 설치 위치의 가속도 응답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가속도 응답을 부계통의 지진입력 하중으로 넣고 부계

통의 지진 응답을 계산한다. 반면에, 연계모델 지진해석은 1차 

시스템 구조물과 부계통을 함께 연계하여 모델링하여 지진해

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부계통의 지진응답을 계산한다. 결

과적으로 앞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구해진 두가지 응답을 서로 

비율 형태로 살펴보면 두가지 해석의 결과 차이를 명확하게 비

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계통 지진응답비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지진 비연계해석 결과가 연계해석 결과보다 크다

는 것을 의미하고, “1”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이와 반대의 의

미를 가지게 된다.

결과로서 Fig. 5 및 Fig. 6은 각각 USNRC RG 1.60 스펙트럼 

입력 시 절점 12 및 절점 33에 설치된 부계통 지진응답비를 윤

곽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Fig. 7 및 Fig. 8은 

Table 3  Mass ratio, natural frequency ratio,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33

(targeting for the fifth mode of the primary system)

Cases ms/mp fs/fp ms(ton) fs(Hz) ks(N/\m)

C1 0.001 1 13.33 12.603 8.355E7

C2 0.01 1 133.25 12.603 8.355E8

C3 0.1 1 1332.47 12.603 8.355E9

C4 0.001 0.5 13.33 6.301 2.089E7

C5 0.01 0.5 133.25 6.301 2.089E8

C6 0.1 0.5 1332.47 6.301 2.089E9

C7 0.001 2 13.33 25.205 3.342E8

C8 0.01 2 133.25 25.205 3.342E9

C9 0.1 2 1332.47 25.205 3.342E10

Table 2  Mass ratio, natural frequency ratio,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12

(targeting for the first mode of the primary system)

Cases ms/mp fs/fp ms(ton) fs(Hz) ks(N/m)

C1 0.001 1 20.01 4.564 1.646E7

C2 0.01 1 200.12 4.564 1.646E8

C3 0.1 1 2001.22 4.564 1.646E9

C4 0.001 0.5 20.01 2.282 4.114E6

C5 0.01 0.5 200.12 2.282 4.114E7

C6 0.1 0.5 2001.22 2.282 4.114E8

C7 0.001 2 20.012 9.128 6.582E7

C8 0.01 2 200.12 9.128 6.582E8

C9 0.1 2 2001.22 9.128 6.582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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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UHS 입력 시, 절점 12 및 절점 33에 설치된 부계통 지진

응답비를 윤곽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계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부계통 응답

비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현재의 원전 부계통 내진설계 및 지진해석 절차

인 비연계해석이 연계해석에 비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부계통 응답비가 상대적

으로 많이 증폭되는 구간은 부계통의 질량비가 크고, 고유진

동수비가 1에 가까워 지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향

은 기존 단자유도 구조물-단자유도 부계통 모델의 부계통 지

진응답비 결과 연구(Jung et al., 2020)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인 단순한 2-자유도 모델에 

대한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계해석 결과와 다르게 이러한 부

계통 응답비 증폭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5~8과 Fig. 9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모델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계통 응답비 증

폭현상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과소하게 평가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부계통 응답비의 두드러진 증폭현상은 이와 유사

한 기존 연구 결과(Cho and Gupta, 2020; Gupta, 1996)와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upta(1996)의 기존 연구에서 

주증기배관(Primary: 진동수 1.3~32.5Hz 및 감쇠비 0.05; Secondary: 

진동수 10.7~31.9Hz 및 감쇠비 0.02)의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

계해석의 여러 응답 형태(부재력, 반력)의 부계통 응답비가 

1.7~12.5에 값의 분포를 가짐이 밝혀졌다. 또한, 이 연구에서 급

Fig. 5  Seismic response ratio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12(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motions)

Fig. 6  Seismic response ratio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33(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motions)

Fig. 7  Seismic response ratio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12(UHS-compatible seismic motions)

Fig. 8  Seismic response ratios of secondary system installed at 

node 33(UHS-compatible seismic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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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관(Primary: 2.8~23.9Hz 및 감쇠비 0.03~0.066; Secondary: 

진동수 5.9~22.6Hz 및 감쇠비 0.02)의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

계해석의 여러 응답 형태(부재력, 반력)의 부계통 응답비가 

1.0~7.2에 값의 분포를 가짐이 밝혀졌다.

 부계통 응답비의 전반적인 결과 경향은 지진파의 서로 다

른 종류(즉, 저주파 지진인 USNRC RG 1.60 스펙트럼과 고주

파 지진인 UHS)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다. Figs. 5~8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지진파로 인한 부계통 응답비

는 서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 Fig. 5와 Fig. 7이 유

사, 및 Fig. 6과 Fig. 8이 유사함). 그러나 부계통 설치 위치에 따

라 부계통 응답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와 Fig. 6 비교, 및 Fig. 7과 Fig. 8 비교). 이러한 결과는 부

계통 응답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구조물의 

모드형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 있어 부계통 응답비가 “1”보다 작은 값

을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Figs. 5-8 내 별표 “★” 근처 참조). 

이러한 사례는 보통 구조물-부계통 질량비가 작고 고유진동수

비가 클 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이러한 영역에

서는 지진 비연계해석이 연계해석에 비하여 부계통 응답을 과

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원전 부계통 내진해석 절차가 

비보수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구조물-기기 지진해석 다자유도-다자유도 사례 연구: 

(1) 비연계해석, (2) 연계해석

총 질량 250ton의 다자유도 부계통 모델이 절점 33에 설치

될 때 부계통 응답비를 분석하였다. 고려하는 다자유도 부계

통 모델은 특정 실제 기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번 연구

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히 가정한 모델이다. 가정한 부계통 모

델은 5-자유도 모델로서 최하단 절점만 고정된 집중질량 모델

이다. 다자유도 부계통 모델에 대한 자세한 모드해석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부계통 모델의 수평방향 주요모드는 1

차 모드이므로 1차 모드의 유효질량 및 고유진동수를 1차계통 

구조물과의 질량비 및 고유진동수비를 산정하는데 사용하였

다. 1차 모드의 유효질량은 약 170ton(총 질량의 67.87%)이고 

고유진동수는 약 12.6Hz이다. 이에 따라 1차계통-부계통 질량

비는 0.013으로 고유진동수비는 1로 판단된다. Fig. 10 및 Fig. 

11은 각각 USNRC RG 1.60 스펙트럼 입력 및 UHS 입력 시, 지

진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에서 얻어진 부계통의 최상단 절점

의 가속도응답 결과를 시계열에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Fig. 9  Seismic response ratio results of the secondary system 

based on a two-degrees-of-freedom(DOF) model(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motions)(Jung et al., 2020)

Table 4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multi-DOF secondary model

Mode No. Frequency(Hz)
TRAN-X

MASS(%) SUM(%)

1 12.6252 67.8711 67.8711

2 80.6159 20.6329 88.5039

3 228.4195 7.0093 95.5133

4 441.4251 3.294 98.8072

5 657.3975 1.1928 100

Fig. 10  Secondary system time-series response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input)

Fig. 11  Secondary system time-series response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HS-compatible 

seismic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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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계통 지진응답비는 USNRC RG 1.60 스펙트럼 입력 

시 “3.95”으로 계산되었고, UHS 입력시 “2.99”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4장에서 다자유도 구조물-단자유도 부계

통과 관련하여 계산한 결과(특히, C2 사례 및 C3사례 사이 영

역과 유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진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의 부계통 

응답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해석의 

시계열 응답결과를 FFT 및 응답스펙트럼으로 변환하여 주파

수 영역에서 비교해 보았다. Fig. 12 및 Fig. 13은 각각 USNRC 

RG 1.60 스펙트럼 입력 및 UHS 입력 시, 지진 연계해석과 비

연계해석에서 얻어진 부계통의 최상단 절점 가속도응답의 

FFT 변환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4 및 Fig. 15는 

각각 USNRC RG 1.60 스펙트럼 입력 및 UHS 입력 시, 지진 연

계해석과 비연계해석에서 얻어진 부계통의 최상단 절점 가속

도응답의 5%-감쇠 응답스펙트럼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Figs. 12~15에서 볼 수 있듯이 12.6Hz 부근의 두 해석의 FFT 진

폭 및 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럴가속도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1차 계통인 

구조물의 진동수와 부계통의 진동수가 서로 동조되어 서로 상

호작용 효과가 커져 1차 계통의 구조물 응답이 부계통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진 연계해석

의 경우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 

응답이 부계통 응답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지진 비연계해석의 경우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

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계통 응답이 구조물의 응답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여 더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는 서로 진동수가 일치하는(혹은 거의 일치하는) 

다자유도 주계통-다자유도 부계통 모델 하나의 사례와 관련된 

부계통 모델 최상단 절점 시계열응답 또는 이에 따른 FFT 및 

응답스펙트럼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 도

출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수행에 

기반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Secondary system response FFT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input)

Fig. 13  Secondary system response FFT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HS-compatible seismic input)

Fig. 14  Secondary system response spectrum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SNRC RG 1.60 

spectrum-compatible seismic input)

Fig. 15  Secondary system response spectrum comparison using 

seismic coupled and decoupled analyses(UHS-compatible 

seismic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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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실제 원전 격납건물 구조물 및 관련 부계통을 대

상으로 지진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

로 부계통에서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이는 구조물-부계통의 

질량비와 고유진동수비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므

로, 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진 연계/비연계해석을 수행

하고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부계통의 질량비는 

0.001, 0.01, 0.1를 고려하였고, 고유진동수비는 0.5, 1, 2를 대

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교적 실제와 더 가까운 원전 다자유도 

시스템(다자유도 구조물-단자유도 기기)을 대상으로 연계해

석과 비연계해석으로 인한 부계통 지진응답비 결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계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부계통 

응답비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계통 응답비가 상대적으로 많

이 차이가 나는 구간은 부계통의 질량비가 크고, 고유진

동수비가 1에 가까워 지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인 단순한 2-자유도 모델에 대한 

지진 연계해석 및 비연계해석 결과와 다르게 이러한 부

계통 응답 차이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부계통 응답비의 전반적인 결과 경향은 지진파의 서로 

다른 종류인 저주파 지진과 고주파 지진 입력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부계통의 주계통에서의 설치 위

치에 따라 부계통 응답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일부 사례에 있어 부계통 응답비가 “1”보다 작은 값을 가

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보통 구조물-부계

통 질량비가 작고, 고유진동수비가 클 때 발생하였다. 이

는 이러한 조건의 경우 현재의 비연계 지진해석에 기반

한 부계통 지진응답이 연계 지진해석에 기반한 부계통 

지진응답 보다 작은 값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비연계 및 연계 지진해석의 차이가 부계통의 질량비가 

크고, 고유진동수비가 1에 가까워 지는 영역에서 발생하

는 이유는 이 영역에서 주계통과 부계통 서로 간의 동적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고유진동수비가 약 1이고 질량비 약 0.013인 사

례의 부계통 시계열 지진응답에 대한 FFT 및 응답스펙

트럼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함을 통하여 수립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현재 원전 부계통 내

진설계의 보수성을 완화시키고 보다 현실적인 내진설계를 수

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

진성능평가 및 지진리스크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원전 설

계는 SRP 요건에 따라 안전 보수성이 반영되도록 부계통이 연

계된 지진해석이 수행되고 있지만, 구조물 내의 모든 기기, 배

관계 및 기기를 부계통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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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자력발전소 기기 내진설계 및 지진해석은 비연계모델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연계해석은 실제 구조물-기기 간 

상호작용 등의 실제 현상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해석에 비하여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

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실제 원전 격납건물 구조물 및 관련 부계통을 대상으로 질량비와 고유진동수비를 고려하여 지진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계통에서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진 연계해석 결과가 비연계해석 결과보

다 대다수 작은 값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인 단순한 연계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부계통 응답 

차이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지진파의 입력 주파수의 영향보다는 부계통의 설치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연계 및 연계 지진해석의 차이가 부계통의 질량비가 크고, 고유진동수가 거의 일치하는 영역

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이 영역에서 주계통과 부계통 동적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 원자력발전소, 부계통, 구조물-기기 상호작용, 연계 지진해석, 비연계 지진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