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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해서는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의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평가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취약도 변수를 치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도출된 고신뢰도저파손확률값(HCLPF)을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진재해도 곡선

을 이용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량적 지진위험도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지진위험도 평가는 전력설비의 

지진위험도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어 지진취약도 분석,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 등재해도 스펙트럼, 고신뢰도저파손 확률, 지진위험도

ABSTRACT >> The selection of an evaluation response spectrum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ismic fragility evaluation 
of a structure. A method for modifying the seismic fragility parameters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the design spectrum is described 
in this study. The modification factor is used to modify the original fragility parameters. The HCLPF (High Confidence of Low 
Probability of Failure) acceleration levels of the electric system using previous design spectrum and uniform hazard spectrum (UHS) 
were compared. Finally, seismic risk analyse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a uniform hazard spectrum. From th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based on the design spectrum, seismic risk for the electric system might be underestimated.

Key words Seismic fragility, Evaluation response spectrum, Uniform hazard spectrum, HCLPF (High Confidence of Low 
Probability of Failure), Seismic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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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발생가능한 지진하중을 이용하여 해당 구조물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을 통하여 결정론적으로 부재의 손상등

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진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사건의 경우는 지진에 의한 안전성을 판단하

기 위해서는 확률론적인 방법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진취약도와 지진재해도 곡선을 이용하여 

지진리스크를 산출하면, 평가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연간 손

상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가(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

라고 한다.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물의 지진리스크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은 지진취약도의 산정방법과 해당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지진재해도 곡선을 선정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지

반응답스펙트럼이 지진리스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진취약도 평가가 수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로

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하

였으며 Kennedy and Ravindra(1)
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 정

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그 적용대상 구조물의 범

위를 일반 구조물로 넓혀서 일반구조물의 지진안전성을 판

단하는 데에도 지진취약도를 이용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진파의 랜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생되었던 여

러 지진들을 이용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거나 설계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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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진위험도의 산정(2)

응답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부합하는 다수의 인공

지진파를 생성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진파를 

사용하는 것과 또한 설계지진을 사용하는 방법 모두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

전소의 경우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원전부지의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지진취약도 평가시 사용하고 있

지만, 이 또한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동일한 초과확률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구해진 전력시설물

에 대한 지진취약도 결과를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결과로 

변환하여 취약도 변수를 산정하고 HCLPF(High Confience 
and Low Probability of Failure, 고신뢰도 저파손 확률)값
을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당부지의 지진재해

도 곡선과 지진취약도 결과를 조합하여 지반응답스펙트럼

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 및 주요 기기의 지진리스크를 비교

하였다. 검토 결과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에 따라서 

HCLPF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기준한 평가가 많은 보수성을 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 지진리스크 평가

지진위험도(Seismic Risk)는 일정기간동안 지진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손상 또는 손실 및 이러한 사건이 발

생할 수 있는 초과확률로서 정의된다. 정량적인 지진위험도

평가는 최대지반가속도인 PGA로 표현되는 지진재해도와 

지진취약도 곡선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2)

≈


∞



∣  (1)

여기서, 는 손상확률이며, 는 최대지반가속도()

에 대한 연초과확률을 의미하는 재해도 곡선을 나타내며, 

∣는 주어진 최대지반가속도에서의 파괴확률 즉 지진취

약도를 의미한다. 지진재해도 곡선과 지진취약도 곡선이 그

림 1과 같이 주어진 경우 식 (1)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지

진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다.

3. 지진리스크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 분석

3.1 교량구조물

원자력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적으로 지진취약도 분

석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구조물로 교량구조물을 들 

수 있다. 방재연구소의 교량구조물에 대한 지진취약도함수 

개발 연구에서는 국내 교량구조물에 대한 대표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국외에서 발생한 El 

Centro, Taft 등 10개의 지진기록을 선정하여 국내 내진설

계기준의 설계스펙트럼과 유사한 응답을 가지도록 주파수 

성분과 가속도 크기를 변형하여 적용하였다.(3) 김상훈
(4),(5)

의 연구에서는 교량의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교량이 위치하고 있는 LA 지역에서 과거의 지진기록을 이

용하여 재현주기별로 지진기록을 생성하여 지진취약도 평

가에 사용하고 있다. 

3.2 건축구조물

국내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가 널리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방재연구소에서는 국내 사회기반시

설을 대상으로 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는 일련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위 연구의 일환으로 2007년에는 저층구조물

의 지진취약도함수 도출기법 비교 검토라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저

층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지진취약도 평가

를 수행하였다.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입력지진으로는 해

외에서 발생하였던 주요 지진기록 18개를 선택하여 최대지

반가속도에 따라 17단계로 구분하여 인공지진을 생성하여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6) 국내에 마땅한 지진기록

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llingwood 등(7)
은 미국 중부지역의 건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분석 연구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강진기록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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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진원모델(Source Model)과 감쇠모델(Atten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등재해도 지반운동을 생성하여 지진취

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전력시설물

전력시설물은 최근 발생한 지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시설

로서 그 때문에 지진취약도 평가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

된 분야이다. 국내의 경우 지진위험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지진취약도 평가 연구는 국립

방재연구소에서 2008년에 수행한 바 있으며 이때 지진취약

도 평가를 위한 입력지진으로 전력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한 인공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이용하였다.(8)

외국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Ang et al.(9)
은 변전시설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하여 

1989년 Loma Prieta 지진기록을 이용한 인공지진파를 이용

하였다. Camensig et al.(10)
은 고전압 변전소에 대한 지진위

험도 평가연구에서 US NRC의 Reg. Guide 1.60(11)
에서 제

시하고 있는 스펙트럼과 해당 부지에서의 재현주기를 고려

한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만 해당 지역이 이탈리아이므로 Reg. Guide 

1.60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절

하여 사용하였다. Hwang and Huo(12)
의 연구에서는 변전소

의 변압기와 기타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한 지진취약도 평가

를 수행하면서 대상 부지의 지질조건 뿐 아니라 지반조건을 

고려한 인공지진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취

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3.4 원자력시설물

원자력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나라가 원전부지에 대한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여 그것을 이용한 평가를 수행한다. 국내의 경우 원자력발

전소의 설계는 US NRC의 Reg. Guide 1.60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진취약도 평

가를 위해서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작성한 부지

고유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다.(13)

3.5 평가용 응답스펙트럼 사용 비교

정리한 바와 같이 국내 대부분의 경우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입력지진으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인공지

진파를 사용하거나 기존에 외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개의 

강진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시설물의 경우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은 고리원

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타 원전의 경우

는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이 없으므로 고리원전의 부지고

유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외

국의 경우는 취약도 평가를 위한 구조물의 부지에서 부지고

유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여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진위험도 평가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

하는 것은 기존의 강진기록이 거의 전무하고 부지고유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이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

용한 취약도 평가는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이 많은 보수성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취약도 평가 결과 자체가 

보수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지진취약도 평가방법

4.1 지진취약도 평가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력과 설계응답

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안전계수를 사용하여 구해지는 실제 

내진성능을 구하게 된다. 안전계수는 설계단계에서 구조물

의 내력과 응답간의 보수성을 대변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기기의 지진내력의 중앙값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2)

여기서, 과 는 각각 지반운동의 중앙값과 안전정

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값이며 는 안전계수

이다. 구조물의 경우 안전계수 는 구조내력계수와 구조응

답계수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기의 경우는 기기내력계수, 

구조응답계수 그리고 기기응답계수로 구분된다. 

확률론적 지진안전성 평가(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에서 구조물과 기기의 실제 지진내력은 

취약도 곡선 또는 HCLPF (High Confidence and Low 

Probability of Failure, 고신뢰도 저파손확률) 로 표현된다. 

SPRA에서의 HCLPF는 95% 신뢰도에서 5% 파괴확률 값으

로 계산할 수 있으며, 구조물과 기기의 내진성능을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된다. HCLPF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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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펙트럴 재해도 곡선

(b) 등재해도 스펙트럼

<그림 2>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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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mple Spectral Hazard Curves for Korean NPP Site

0.1 1 10
101

102

103

S
pe

ct
ra

l A
cc

el
er

at
io

n(
ga

l, 
5%

 d
am

pe
d)

Frequency(Hz)

 UHS(5.E-4, Mean)
 UHS(1.E-4, Mean)
 UHS(5.E-5, Mean)
 UHS(1.E-4, Median)

<그림 4> 등재해도 스펙트럼 

여기서, 과 는 랜덤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수

표준편차이다. 

 

4.2 등재해도 스펙트럼

4.2.1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도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연구의 목적은 주어진 부지에

서 지진의 크기별로 연초과확률을 산정하고 이러한 지진에

서의 응답스펙트럼을 정의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에서의 지진재해도는 일반적으로 최대지반가속도(PGA)에 

따른 연초과확률로 정의되는 일련의 지진재해도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계산은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PSHA가 최대지반가속도에 대응하는 초과확

률을 계산하는 반면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각 고유주파수()

에 따른 지반 응답 가속도의 초과확률을 계산하여 스펙트럴 

지진재해도 곡선을 만들고 여기서 기준 확률값에 대응하는 가

속도의 값을 각각 진동수의 기준재해도 곡선에서 읽는 방식으

로 구하게 된다. 지진재해도 곡선으로부터 등재해도 스펙트럼

을 도출하는 과정의 모식도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14),(15)  

4.2.2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등재해도스펙트럼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등재해도 곡

선을 도출하여 평가용스펙트럼이 지진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3에는 울진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대상으로 한 재해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16) 

재해도 곡선을 사용하여 국내 원전부지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그림 4와 같이 도출하였다. 연초과확률이 10-4
년

에 해당하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취약도 변수를 변

환하였다.(17)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영주기 가속도 (Zero Period 

Acceleration, ZPA)는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인 0.2로 하였다. 

4.3 UHS를 이용한 취약도 평가

4.3.1 등재해도스펙트럼에서의 안전계수

기기의 평균 지진내력은 식 (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계수()는 기기의 내력 및 응답과 관

계된 다양한 계수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식 (2)는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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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비교 

지진내력()과 입력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에 기인한 

기기 위치에서의 가속도 수준 ()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 

식 (4)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17),(18)

 


⋅⋅ ⋅⋅

   (4)

 

여기서, 는 평균지반운동내력()에 대한 보수성을 고

려하여 산정된 안전계수이다. 이 안전계수는 와 를 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유의 보수성을 포함하고 있다. 식 

(4)에서 는 건물의 응답에 기인한 SSE 수준에서의 

스펙트럴 응답이다. 이러한 스펙트럴 증폭은 건물의 해석에 

사용한 입력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의 형상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영향을 반영하여 지진취약도 변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지반운동내력은 두 개의 스펙트

럼 형상의 차이점에 기인한 스펙트럴 증폭의 차이점을 반영

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라는 계수로써 

반영한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에서 기기기반 평균 지반운동 

내력인 는 다음의 식 (5)로 구할 수 있다. 

 
 ⋅                             (5)

 

여기서, 두 개의 지진파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인 

는 다음의 식 (6)으로 구할 수 있다.(17)

UHS

SSS

UHS

SSS
UHS SA

SA
AF
AFF ==

 (6)

여기서, 와 는 부지고유응답 스펙트럼과 등

재해도 스펙트럼의 스펙트럼값의 증폭이다. 또한 와 

는 각각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

의 스펙트럴 가속도 응답이다. 

는 구조물이나 기기의 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의 경우 기기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된다. 즉, 지반상에 설치된 기기와 구조물 내에 설치된 기기

의 증폭 정도가 다르며 또한 구조물 내 각 층에서의 응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물이나 지반에 설치된 기기의 는 구조물 및 기

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부지 고유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

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비가 되며, 강성이 큰 기기의 

경우 그 값은 1이 된다. 구조물 내부 층에 설치된 기기의 

는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두 스펙트럼 입력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가 된다. 그러나 등재

해도 스펙트럼을 입력으로 하여 작성된 층응답스펙트럼이 

없을 경우 는 기기가 설치된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대

한 스펙트럼의 스펙트럴 가속도 비로 간주할 수있다. 이는 

기기가 설치된 구조물 내부 임의의 층에서의 지진동은 구조

물 고유진동수에서의 응답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랜덤성 및 불확실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에서의 랜덤성과 불확

실성의 대수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하여 2차 모멘트 방법과 

두가지 대수표준편차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사용하였다. 랜

덤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과 은 다음의 식 

(7)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18)

  
  , ≈ 


     (7)

여기서, 과 는 각각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평

균값 및  수준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응답이다. 여기서의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5. 위험도 평가 결과

5.1 취약도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지진위험도 평가시 평가용 

스펙트럼의 선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김

민규 등
(19)

이 국내 변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 변전소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취약도 

평가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지반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으므로 그림 5에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응답스

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동일한 최대지반가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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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가용 스펙트럼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HCLPF의 변화 

  HCLPF 고유진동수     

변압기 A 0.516 0.304 0.254 13Hz 0.492 0.415 1.187 0.613 0.302 

변압기 B 0.442 0.310 0.214 15Hz 0.463 0.429 1.080 0.477 0.232 

변압기 C 0.692 0.310 0.336 20Hz 0.390 0.464 0.840 0.582 0.282 

부싱 A 0.619 0.304 0.305 9.3Hz 0.5 0.374 1.334 0.826 0.407 

부싱 B 0.489 0.311 0.236 5Hz 0.5 0.257 1.945 0.950 0.459 

부싱 C 0.597 0.303 0.295 6.1Hz 0.5 0.287 1.740 1.040 0.513 

<표 2> 평가용 스펙트럼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연손상확률

고유진동수 설계응답스펙트럼 등재해도스펙트럼

변압기 A 13Hz 9.27E-06 5.59E-06

변압기 B 15Hz 1.45E-05 1.17E-05

변압기 C 20Hz 3.89E-06 6.63E-06

부싱 A 9.3Hz 5.43E-06 2.09E-06

부싱 B 5Hz 1.10E-05 1.25E-06

부싱 C 6.1Hz 6.04E-06 8.20E-07

<그림 7> 평가용 응답스펙트럼에 따른 지진위험도의 변화

<그림 6> 평가용 스펙트럼에 따른 취약도 변화 

대하여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

계응답스펙트럼은 저진동수 영역에서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비하여 매우 큰 스펙트럴 응답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고진동수 영역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저진동

수 영역에 비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 3종류의 변압기와 절연애자에 대한 기존의 평가결

과와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변환 결과를 표 1과 그림 6

에 정리하였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기존의 변압기

와 부싱에 대한 취약도 변수를 이용하여 HCLPF값을 산정

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각 기기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하여 변환계수인 를 산정하여 최종적으

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적용하였을 때의 HCLPF를 재산정

하였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의 고유진동수 

영역이 약 15Hz 미만인 경우 HCLPF의 값이 등재해도 스

펙트럼을 사용하였을 때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15Hz를 초과하는 고진동수 기기의 경우는 오히려 

HCLPF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기기의 

고유진동수 범위인 5-10Hz 부근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평가의 결과는 기기의 실제 지진내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위험도 평가

취약도 값의 변화에 따른 위험도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재

해도 곡선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험도 평

가를 위한 재해도 곡선으로는 그림 3에서의 최대가속도에 

대한 연초과 확률을 나타낸 곡선으로 선정하였다. 정확한 

지진위험도의 산정을 위해서는 변전소가 위치한 부지에서

의 지진재해도 곡선을 이용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는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에 따른 지진위험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울진원전부지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해도곡

선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의 경우 기타부지에 대한 지진

재해도 곡선이 제시된 것이 거의 없으며 국내의 지진재해도 

곡선이 주파수 특성에서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차원에서 울진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 곡

선을 이용하였다.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각 기기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여 표 2와 그림 7에 도시하

였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지고유 지반응답스

펙트럼을 사용한 경우와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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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

히 주요 기기의 경우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지진위험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지진위험도는 지진재해도곡선

과 지진취약도 곡선의 공통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므로 그림 

5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고유진동수가 

부지고유 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크게 고진동수 부분으

로 치우치므로 겹치는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기기의 경우 지진위험도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응답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구한 기존의 취약도 결과를 등재해도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한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진취약도 평가결과인 고신뢰도 저파손확률

(HCLPF)값과 또한 각 설비별 지진위험도를 평가하여 지반

응답스펙트럼에 따른 위험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지진취약도 분석결과를 

수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조물 및 기기의 메디안 지반가

속도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전력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가 과소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검토 대상 설비에 대한 지진리스크 평가 결과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의한 지진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므로 현재의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의한 방법이 보수

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계응

답스펙트럼과 국내지반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탁월

주파수 영역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전

력설비의 지진위험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설계의 안전성을 

위하여 많은 보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시에는 평가용 지반응답스펙트럼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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