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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는 다수의 기기와 설비 및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지

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은 안전한 운전이 보장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 원전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들은 설치 전에 반드시 

내진검증(seismic qualification)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최근에는 원전의 

내진검증에 관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 원전

의 규제기관들은 부지 고유의 지진재해도분석(seismic hazard analysis)

을 재수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기기의 내진검증을 다시 수행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1]. 특히,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지반

운동 특성은 과거의 설계에서 고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진동수 성

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내진검증을 받았던 기기 및 설비들도 고진

동수 성분이 반영된 새로운 스펙트럼에 대하여 다시 내진검증을 받아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원전의 기기 및 배관들의 내진성능은 층입력운

동 혹은 지반운동의 특성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3-6]. 

배관을 포함한 기계기기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은 구조물의 층응답스

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 FRS) 혹은 구조내부응답스펙트럼

(In-Structure Response Spectrum, ISRS)을 입력운동으로 적용하여 수행

한다. 현재까지의 실무에서는 ISRS를 구하기 위하여 주구조시스템(main 

structure system)이라 할 수 있는 지지구조물(supporting structure)과 그

에 부착된 부구조시스템(sub-structure system)인 기기가 서로 비연계된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해석한다[7]. 즉, 비연계해석법(uncoupled analysis 

method)은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해석한

다. 하지만 부구조시스템의 지진 응답은 이를 지지하는 주구조시스템의 동

적 거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시스

템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연계해석(coupled analysis)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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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aboratory)은 연계해석 기법에 관한 벤치마크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8]. 특히, 부구조시스템의 지배진동수와 주구조시스템의 지배

진동수가 유사한 구조물을 해석할 경우,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

제보다 더 과다한 응답을 산출할 수 있다[2]. 따라서 부구조시스템의 실제

적인 지진응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어

야 한다. 건물과 배관의 연계시스템에 대한 지진해석은 비연계해석에 비하

여 상당히 감소된 지진응답을 산출한다[9, 10]. 이로 인해 노후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을 절감하거나, 증폭된 ISRS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한 설비

의 수량을 줄임으로써 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의 연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시

스템의 연계 해석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시스템의 감쇠특성이 

같다면 고전적감쇠(classical damping) 특성으로 표현하지만, 서로 다르다

면 비고전적감쇠(non-classical damping) 특성을 갖는 구조물로 표현해야 

한다.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ISRS를 계산할 때, 감쇠를 적절히 고려하여

야 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11-13]. 또한 두 시스템의 강성특성이 

다를 경우에도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형 유한요소모

델이나 심지어 단순 막대모델을 직접 적용하여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

스템을 연계 해석하면, 수치적 불안정성에 이르거나,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드합

성법(modal synthesis approach)을 적용한 연계해석 절차를 전개하였다. 

이 모드합성법은 엔니니어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실용적이다. 이 방

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석할 때, FRS를 산출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진

동수, 모드 참여계수, 모드형상 등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의 동적 특

성에 대한 정보만 입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원전 구조물의 모델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연계해석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2. 구조내부응답스펙트럼해석의 수식화

2.1 운동방정식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이 연계된 다자유도시스템(multi degree 

of freedom coupled primary-secondary system)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11]:

     
 (1)

여기서, , , 는 각각 연계시스템의 질량, 감쇠, 강성 행렬을 의미한다. 

는 상대변위 벡터를 나타내고, 는 입력 운동 방향으로의 정적 변위 벡

터(static displacement vector), 는 시간이력 지반가속도이다.

비고전적 감쇠시스템에 대한 고유치해석은 상기 운동방정식을 다음에 

제시된 2N 차원 행렬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수행한다.

     (2)

여기서, 

  

    


 



 


 

 
  



 


 

 
(3)

위의 변환된 방정식의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N 개의 복소수 고유벡터와 

고유치를 해당 켤레 행렬과 함께 산출한다. 복소수 고유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복소수 고유벡터 는 두 개의 실수모드형상(real mode shape)인 
와 


 [11]로 분리할 수 있으며, 각각 해당 복소수 모드형상의 변위 성분과 속

도 성분에 해당한다. 실수 모드형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복소수 곱의 실수 부분이다.

 




 (6)

  
  

 (7)

와 가 N-자유도 시스템의 -번째 모드에서의 진동수와 감쇠비라 할 

때, 해당 고유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와 가 각각 단자유도계에 대한 -번째 모드의 변위 및 속도 시간 이

력이라면, 진동수 와 감쇠비 에 해당되는 변위와 속도를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9)

그러므로 -번째 모드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

모든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선형 합으로 조합하면 입력지진에 대하여 연계

시스템의 응답변위가 계산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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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S는 단자유도계의 상대변위 시간이력을 구조물과 연계된 자유도

에 대해 계산함으로써 얻어진다. 부구조시스템(기기)의 진동수(ω)에 대해 

상대변위의 최대치인   
max를 구하면, 스펙트럼 가속도는   

max로 계산

된다.

2.2 비고전적 감쇠

감쇠행렬 의 수식화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론, 특히 비고전

적 감쇠시스템(non-classical damping system)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자유도계인 주구조시스템과 단자유도계

인 부구조시스템 간의 연계해석을 위한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와  가 각각 비연계 모드 에서의 주구조시스템의 감쇠비라고 할 

때, 감쇠행렬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2)

주구조시스템의 감쇠행렬, 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3)

여기서, 는 주구조시스템의 질량행렬, 는 비연계된 주구조시스템의 

정규화된 고유벡터 즉, 모드형상을 의미한다. 다자유도계인 주구조시스템

과 단자유도계인 부구조시스템 간 연계해석에 사용되는 전체 감쇠행렬은 

연계 자유도에서의 부구조시스템의 감쇠계수 연계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가 주구조시스템의 감쇠행렬, 가 부구조시스템의 감쇠행렬이라 할 

때, 연계 감쇠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4)

연계 감쇠행렬 를 식 (3)에 대입하고 식 (2)의 운동방정식의 우항을 0

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고유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15)

    (16)

이 고유치 문제의 해는 고유치 와 복소 수 고유벡터 의 함수로 표현

된다. 주구조시스템의 감쇠비, 와 부구조시스템의 감쇠비, 의 값이 같

을 경우, 감쇠행렬 는 고전적 감쇠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고유치 문제의 

해, 즉 고유치와 고유벡터는 실수이다. 고유치를 우로부터 곱하거나 좌로부

터 곱하여 변환된 감쇠행렬을 산출하며, 고전적 감쇠시스템의 경우, 이 변

환된 감쇠행렬은 대각행렬이 된다. 

주구조시스템의 감쇠비, 와 부구조시스템의 감쇠비, 의 값이 상이한 

경우, 감쇠행렬 는 비고전적 감쇠 특성을 갖는다. 변환된 감쇠행렬의 비대

각 성분은 0이 아니며, 이러한 0이 아닌 비대각 성분은 전체 시스템, 특히 부

구조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고전적 감쇠시스템에서의 고

유치와 고유벡터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2.3 변환모드의 해

이 연구에서는 비연계된 시스템의 모드 특성을 사용하여 연계시스템에 

필요한 행렬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된 수식을 전개하였다. 연계시스

템을 비연계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기존의 연계해석 기법[9, 10]을 참

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수식화는 부구조시스템을 다자유도시스

템으로 다루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부구조시스템을 단자유도시스템으

로 묘사한 간소화된 수식전개이다. 비연계된 시스템의 모드 특성이 보통 기

존 모델로부터 도출되므로 이 연구의 방법은 연계해석을 사용하여 ISRS의 

산출 과정을 단순화한다. 변환모드의 해(transformed modal solution)의 

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연계된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

이 각각 고전적 감쇠 특성을 보인다는 가정이다. 비연계된 모드 특성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첨자 와 는 각각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스템을 나타낸다. 

ISRS는 다양한 진동수에 대한 단자유도의 응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

자유도인 부구조시스템의 질량이 일 때, 부구조시스템의 모드형상은 

  이다.

, ,  행렬의 변환을 통해 자유진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8)

자유도가 인 주구조시스템과 단자유도인 부구조시스템에 있어, 연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차의 식으로 구성된다.





 


 × 

    ×   

    ×    (19)

주구조시스템의 각각의 모드에 대한 질량비(mass ratio)는 다음과 같다.

    ⋯‥  (20)

이때, 는 연결되는 자유도 에서 주구조시스템의 -번째 모드형상이

다. 변환된 운동방정식에서 ∗와 ∗행렬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

  
  

        (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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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b)

 
  (21c)

그리고

          (22a)

    ≠ (22b)

    (22c)

이 고유치해석은 2.1절에 제시된 연계시스템의 고유치해석과 동일한 결

과를 산출한다.  ,  , 
 , 

  등의 변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23)

 





   ⋯ ⋯    (24)


  (25)


  (26)

기기의 임의의 진동수에 대한 스펙트럼 응답은   
max로 계산된다. 

이상의 수식은 ISRS의 운동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ISRS가 수직 방향

으로 생성될 경우, 는 수직 방향으로의 연계 자유도에 해당한다.

2.4 질량비의 정의

질량비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8, 14, 15]. 첫 번째 방법은 실

제로 실무에서 주로 채택되어 사용되는 간편한 방식으로 층질량비(floor 

mass ratio), 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27)

이때, 는 부구조시스템의 질량이고 는 부구조시스템이 부착되는 

주구조시스템의 층질량(floor mass)이다. 이 정의를 통해 변환모드의 해를 

구하는 방정식이 의 함수가 아니어도 를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드질량비()를 정의하는 것이다. 부구조시스템과 연

계 자유도에서 주구조시스템의 모드 의 질량과 부구조시스템 간의 질량비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28)

여기서, 는 자유도 에서 주구조시스템의 -번째 모드 형상이다. 단자유

도계인 기기의 진동수가 ISRS의 최대 증폭점의 진동수와 일치할 경우, 그 

최대 증폭점에 해당하는 진동수에 대한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9)

여기서, 는 연계 자유도 에서의 ISRS의 최대증폭이 발생하는 진동수에 

해당하는 모드(-번째 모드)에서의 주구조시스템의 모드형상이다. 층질량

비는 간편하게 모드질량비로 변환할 수 있다. 식 (28)을 이용하여 특정 층질

량비에 상응하는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식 (30)에 산출된 값을 대입하

여 모드 질량비를 구할 수 있다. 

3. 수치해석

3.1 구조 모델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모델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을 예제모델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인 하부 구조와 PSC 격납건

물과 철근콘크리트 내부구조물로 이루어진 상부 구조로 구성된다. 해석을 

위하여 대상 구조물은 상부구조는 집중질량 보요소 모델로 모델링하였다. 

이 해석모델은 프레임(FSEC) 요소 및 솔리드(SOLID) 요소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정착되는 중량 기기의 무게는 집중질량으로 입력하였다. 본 구조 

모델의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해석모델은 구조해석프로그램인 

(a) xz plane (b) yz plane

(c) xy plane

Fig. 1. Structure 3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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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2000[16]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유치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각 모드에서의 진동수, 모드 형상 및 모드 

참여계수를 산출하였다. 첫 40개의 모드에 대한 진동수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3.2 입력운동

이 연구에서는 고진동수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인공지진 1개와 RG 1.60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인공지진 1개를 입력지진파로 사용하였다. RG1.60 

[17]스펙트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응답스펙트럼

으로서 국내에 건설된 대부분의 원전 설계에 적용된 입력운동이다. 이 연구

에서는 연계해석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평 1방향인 x 

방향에 대한 응답해석만을 수행하였다. 입력지진파에 대한 지진 가속도 시

간이력을 Fig. 2에 나타내고 있다.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고진동수 성분

이 많이 포함된 인공지진은 강체진동수가 약 80 Hz 이상이고, 20 Hz 이상

의 진동수 구간에서도 큰 증폭이 있는 입력운동이다. 주구조시스템과 부구

조시스템은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으로 각각 수행하였다.

3.3 ISRS 생성 위치

ISRS를 생성하는 위치로 총 다섯 절점을 해석모델 상에서 선택하였다. 

Fig. 3에서 선택한 절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선정된 절점들

의 질량비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 주질량(primary mass)은 구

조물의 질량이며, 부질량(secondary mass)은 부가된 부계통의 질량을 의

미한다.

구조물의 연계해석을 이용한 응답 평가를 위해 단자유도인 부구조시스

템은 선택한 절점에 연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구조구조물의 질량 값은 

각 방향으로의 모드 형상과 식 (29)의 질량비를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모드

형상은 비연계해석한 응답스펙트럼 값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진동수에서 

계산하였다.

Table 1. Modal frequencies of the structure (unit: Hz)

Mode Frequency Mode Frequency Mode Frequency

1 3.71 15 17.42 29 28.50

2 3.72 16 20.17 30 31.98

3 5.65 17 21.23 31 32.48

4 6.05 18 21.62 32 33.71

5 7.27 19 22.40 33 34.05

6 8.13 20 22.58 34 34.20

7 9.87 21 22.98 35 35.52

8 11.38 22 23.78 36 36.40

9 11.45 23 23.94 37 36.81

10 11.54 24 23.97 38 36.89

11 12.11 25 24.03 39 37.93

12 12.97 26 24.03 40 38.77

13 14.17 27 25.41

14 14.57 28 27.35

(a) High frequency earthquake

(b) Artificial earthquake compatible to RG 1.60 spectrum

Fig. 2. Ground acceleration time history and corresponding response 

spectrum

Fig. 3. Selected nodes and corresponding elevation in the model to 

develop the response spectra

Table 2. Primary and secondary masses at the selected nodes

Node Direction
Primary Mass

(kip-s2/ft)

Secondary mass

(kip-s2/ft)

rI = 0.01

6571 x 99.32 8.65

AM3 x 3144.89 325.82

AM7 x 1115.13 69.21

AM8 x 643.33 52.43

INM12 x 182.62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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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SRS의 비교

선정된 모델과 입력운동에 대하여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을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고진동수 지진파와 RG 1.60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인

공지진파는 모두 x 방향으로만 입력되었으며, 다음의 세 가지 모드감쇠비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a) Pr  , 
 , 

(b) Pr  , 
  그리고 Pr  , 

 

.

각 절점에서의 연계응답은 2절에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각 절점의 응답은 단자유도계가 설치된 주구조물의 주요 층에서 계산된 

응답이다. 비연계된 ISRS는 SAP2000을 이용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기반

으로 산출하였다. 검증에서, 모드 합성법으로 산출된 결과는 SAP2000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SAP2000의 해석결과는 주구조시스템과 

Table 3. Parameters on the selected nodes

Node
Response 

Direction

Mass 

ratio
Damping ratio

6715 x-dir. 0.01 (P5% S2%), (P5% S5%) & (P2% S2%)

AM3 x-dir. 0.01 (P5% S2%), (P5% S5%) & (P2% S2%)

AM7 x-dir. 0.01 (P5% S2%), (P5% S5%) & (P2% S2%)

AM8 x-dir. 0.01 (P5% S2%), (P5% S5%) & (P2% S2%)

INM12 x-dir. 0.01 (P5% S2%), (P5% S5%) & (P2% S2%)

(a) (P 5%, S 2%) | Msec = 8.65 kip-s2/ft)

(b) (P 5%, S 5%)| Msec = 8.65 kip-s2/ft)

(c) (P 2%, S 2%) | Msec = 8.65 kip-s2/ft)

Fig. 4.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6715 for 

RG 1.60 in Dir. x

(a) (P 5%, S 2%) | Msec = 8.65 kip-s2/ft)

(b) (P 5%, S 5%) | Msec = 8.65 kip-s2/ft)

(c) (P 2%, S 2%) | Msec = 8.65 kip-s2/ft)

Fig. 5.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6715 for 

High Frequency Earthquake in Dir. x

(a) (P 5%, S 2%) | Msec = 325.82 kip-s2/ft)

(b) (P 5%, S 5%) | Msec = 325.82 kip-s2/ft)

(c) (P 2%, S 2%) | Msec = 325.82 kip-s2/ft)

Fig. 6.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3 for 

RG 1.60 in Di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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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5%, S 2%) | Msec = 325.82 kip-s2/ft)

(b) (P 5%, S 5%) | Msec = 325.82 kip-s2/ft)

(c) (P 2%, S 2%) | Msec = 325.82 kip-s2/ft)

Fig. 7.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3 for 

High Frequency Earthquake in Dir. x

(a) (P 5%, S 2%) | Msec = 69.21 kip-s2/ft)

(b) (P 5%, S 5%) | Msec = 69.21 kip-s2/ft)

(c) (P 2%, S 2%) | Msec = 69.21 kip-s2/ft)

Fig. 8.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7 for 

RG 1.60 in Dir. x

(a) (P 5%, S 2%) | Msec = 69.21 kip-s2/ft)

(b) (P 5%, S 5%) | Msec = 69.21 kip-s2/ft)

(c) (P 2%, S 2%) | Msec = 69.21 kip-s2/ft)

Fig. 9.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7 for 

High Frequency Earthquake in Dir. x

(a) (P 5%, S 2%) | Msec = 52.43 kip-s2/ft)

(b) (P 5%, S 5%) | Msec = 52.43 kip-s2/ft)

(c) (P 2%, S 2%) | Msec = 52.43 kip-s2/ft)

Fig. 10.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8 

for RG 1.60 in Di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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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조시스템의 감쇠가 동일한 고전적 감쇠를 갖는 연계시스템의 경우에

만 비교 가능하다. 연계해석과 비연계해석의 종류를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Fig. 4 ~ Fig. 13에 비교하고 있다. 그림

을 통하여, 고전적 감쇠 특성을 갖는 경우에 대하여 이 연구의 해석결과는 

SAP2000의 해석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연구의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계해석을 적용하여 구

한 층응답은 비연계해석으로 구한 층응답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구조물과 부계통의 연계효과를 고려한 해석

은 부계통의 설계에 적용하는 지진요구력을 더 감소시킬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구조물의 층응답 혹은 구조내부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연계해석 기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계해석에 필요한 수식을 정식화 하

였다. 이를 통하여 고전적 감쇠시스템과 비고전적 감쇠시스템에 대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고 연계해석의 실용성과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주구조시스템-부구조시스템의 연계 해석을 통해 산출된 ISRS는 기존의 

비연계 해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진폭을 갖는 스펙트

(a) (P 5%, S 2%) | Msec = 52.43 kip-s2/ft)

(b) (P 5%, S 5%)| Msec = 52.43 kip-s2/ft)

(c) (P 2%, S 2%)| Msec = 52.43 kip-s2/ft)

Fig. 11.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AM8 

for High Frequency Earthquake in Dir. x

(a) (P 5%, S 2%) | Msec = 5.83 kip-s2/ft)

(b) (P 5%, S 5%) | Msec = 5.83 kip-s2/ft)

(c) (P 2%, S 2%) | Msec = 5.83 kip-s2/ft)

Fig. 12.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INM12 

for RG 1.60 in Dir. x

(a) (P 5%, S 2%) | Msec = 5.83 kip-s2/ft)

(b) (P 5%, S 5%) | Msec = 5.83 kip-s2/ft)

(c) (P 2%, S 2%) | Msec = 5.83 kip-s2/ft)

Fig. 13. Comparison Uncoupled and coupled ISRS at Node INM12 

for High Frequency Earthquake in Di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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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산출한다. 

2) 변환모드의 해를 이용하여 부구조시스템의 모든 진동수 범위에서 응답

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변환모드의 해를 기반으로 산출된 연계 응답을 고

전적 감쇠시스템에 해당하는 일부 진동수에 범위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3) 변환모드의 해를 이용한 연계해석은 연계된 주구조시스템과 부구조시

스템 구조물에 대해서 더 낮은 응답을 도출한다. 응답 감소는 주구조시

스템 비연계해석 응답의 최대값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특히, 연계 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현저한 응답 감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결과일 뿐만 아

니라 기기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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