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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은 지진자료에 내재된 필연적인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지진

지체 모델과 감쇄식이 가중치와 함께 고려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재해도는 일반적으로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한 

값으로, 연초과확률로 표시된다. 또 다수의 지진자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도의 불확실성 범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균 재해도 곡선뿐 

아니라 15, 50, 85 백분위수의 곡선도 함께 도시한다. 따라서 백분위수는 산출된 재해도의 불확실성 범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되며 지진자료에 의한 가중치와 산출된 재해도의 관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분위수 분석 방법으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 적률법을 선정하여 신울진 1,2호기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으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계산 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으로 계산된 백분위수 곡선의 경향

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산출된 전체 재해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적률법으로 계산된 백분위수는 평균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진원과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평균 

재해도가 거의 같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의 재해도를 백분위수에 잘 반영하는 적률법을 효과적인 백분위수 

산출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백분위수, 불확실성 범위,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 적률법

ABSTRACT >>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 which can effectively apply inevitable uncertainties in seismic 
data, considers a number of seismotectonic models and attenuation equations. The calculated hazard by PSHA is generally a value 
dependent on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and expresses the value as an annual exceedance probability. To represent the 
uncertainty range of a hazard which has occurred using various seismic data, a hazard curve figure shows both a mean curve and 
percentile curves (15, 50, and 85). The percentile performs an important role in that it indicates the uncertainty range of the 
calculated hazard, could be calculated using various methods by the relation of the weight and hazard. 
This study using the weight accumulation method, the weighted hazard method,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and the moment 
method, has calculated the percentile of the computed hazard by PSHA on the Shinuljin 1, 2 site. The calculated percentile using 
the weight accumulation method, the weighted hazard method, and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have similar trends and 
represent the range of all computed hazards by PSHA. The calculated percentile using the moment method effectively showed the 
range of hazards at the source which includes a site. This study suggests the moment method as effective percentile calculation 
method considering the almost same mean hazard for the seismotectonic model and a source which includes a site.

Key words Circular hollow reinforced concrete column, Lateral confining effect, Nonlinear FEM analysis,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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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재해도 분석은 미래의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발생 가

능한 지진의 초과확률이나 빈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지진의 

발생 및 전파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적인 특성, 역사 및 계기 지진기록, 활성단층에 대한 

정보, 감쇄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진재해도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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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여러 자료들은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특히 역사지진에 대한 자

료는 그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불확실성

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결정론적인 지진재해도 분

석 방법으로는 이러한 지진자료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

한 고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재해도 분석에 자료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도 1886년 Charleston 지진 이후 미국 중동부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도분석에 확률론적인 평가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1), 1997년 Regulatory Guides (R.G.) 1.60(2)

을 개정하여 확률론적인 방법에 따라 안전정지지진(SSE, 

Safe Shutdown Earthquake)을 결정하는 방법을 허용하였

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R.G. 1.208(3)
을 제정하여 R.G. 

1.165(4)
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능기반 설계지반 운동을 결정

하는 방법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

설을 위해 1986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해 

10여회 이상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을 수행하여 왔다. 이 밖에 건설

교통부에서는 1997년에 일반 산업시설 및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면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진재해도 지도를 작성하였다.(5) 
확률론적 재

해도분석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지진자료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그 

입력변수들의 편차가 클 경우 오히려 재해도의 불확실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설의 설계나 리스크 평가에 사

용되는 지진재해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입력변수

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 왔다. 서정문 

등
(6)
은 국내 지진학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지진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Gutenberg-Richter 

a-b값과 지진지체구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로 Gutenberg-Richter b값의 상 ‧ 하 한계값과 평균값을 제

시하였으며 4개의 지진지체모델을 선정하여 재해도의 불확

실성 범위를 줄였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을 통해 산출된 재해도는 최대

지반가속도에 대한 연초과확률값(Annual Exceedance Pro-

bability)으로 평균 재해도 곡선 뿐 아니라 15, 50, 85 백분

위수(Percentile)에 해당하는 재해도 곡선도 함께 도시하여 

다중의 입력변수에 의해 발생되는 불확실성 범위를 표시한

다. 따라서 백분위수는 산출된 재해도의 불확실성을 나타내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백분위수 산출은 재해도 산

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

며, 예를 들어 프로그램 EQRISK의 경우 중요도 누적법을 

사용하여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발간된 일본원자력학회표준에서는 중요도 누적법, 최우법, 

적률법을 사용하여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통계처리법 적용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7) 그러나 일본원자력학

회 표준에서는 각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결과 계

산된 백분위수의 그림만 도시되어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각 방법에 따른 백분위

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각 방법이 백분위

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재해도의 백분위수 산출에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

중법, 최우법과 적률법을 적용하여 각 통계처리법이 지진재

해도 곡선의 불확실성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신울진 1,2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대상

으로 선정하여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을 수행하고
(8) 

백분

위수를 산출하였다. 재해도 가중법은 일반적인 재해도 결과

로 제시하는 평균 재해도가 각 재해도와 그 가중치의 곱의 

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백분

위수 산출방법으로 추가하였다.

2. 백분위수 산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과 적률법을 선택하였

다. 이 4가지 방법은 크게 재해도의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보간하는 방법과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값을 산출하는 방

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1 중요도 누적법

중요도 누적법은 재해도와 그 가중치를 재해도의 크기 순

서에 따라 정렬하고 함께 정렬된 가중치를 누적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에서는 먼저, 산출된 재해도(xi)와 각 재해도의 

가중치(yi)를 재해도(xi)의 크기에 따라 작은 재해도에서 큰 

재해도로 정렬한다. 그리고 재해도와 함께 정렬된 각 가중

치(yi)의 전제 가중치의 합에 대한 비, 즉 식 (1)과 같이 가중

치 비(y'i)를 계산하여 계산된 가중치 비(y'i)의 누적값이 

0.15, 0.50, 0.85에 해당하는 재해도(xi)를 보간하여 백분위

수로 결정한다. 본래 재해도의 가중치는 각 지진원에서 산

출된 재해도의 중요도를 나타내지만 가중치 비는 지진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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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즉 전체 지진원에서 산출된 재해도에서 각 재해도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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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도 가중법

재해도 가중법은 산출된 재해도(xi)에 각 재해도의 가중

치(yi)를 적용하여 백분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식 

(2)와 같이 재해도에 가중치를 곱한 값(zi)을 중요도 누적법

과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 작은 zi에서 큰 zi로 정렬하고 전

체 재해도에서의 순서비가 0.15, 0.50, 0.85에 해당하는 재

해도를 보간을 통하여 백분위수로 결정한다. 

iii yxz ⋅= (2)

중요도 누적법과 재해도 가중법은 모두 재해도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백분위수를 산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지만 중요도 누적법에서는 재해도의 가중치가 정렬된 재해

도에서의 백분위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해도 가중

법에서는 재해도를 정렬하는 시점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3 최우법

최우법은 최대우도를 이용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 

값이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백분위수를 산출

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는 어떤 확률변수에서 모수(모집단

의 평균과 분산)를 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모수()가 주어졌

을 때 원하는 값들이 나올 확률인 우도(L())를 최대로 만드

는 모수( )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어떤 모수로 결정되는 확

률변수 집합이 확률밀도함수나 확률질량함수가 될 때, 최대

우도를 갖는 평균()과 분산()은 다음의 식 (3) 및 (4)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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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을 통하여 재해도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최대우도를 갖는 모수가 됨을 알수 있다. 최우법에서

는 재해도가 최대우도에 의해 산출된 평균과 분산을 따르는 

대수정규분포로 가정되므로 산출된 평균이 50백분위수가 된

다. 또 15와 85백분위수는 대수정규분포의 확률값으로, 재해

도에 대수를 취한 값(ln x)은 평균()과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이므로 다음의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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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확률함수는 ζ
λ−xln

를 S라 하여  dx=xds와 같

이 적분하면 다음 식 (6)을 얻을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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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과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P(x≤b)가 0.15와 

0.85가 되는 b를 15와 85백분위수로 결정하게 된다.

2.4 적률법

적률법은 평균( ) 및 표준편차(s)와 대수정규분포와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산

출하고, 최우법과 마찬가지로 확률함수와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백분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먼저 적률법에 의

한 평균( ) 및 표준편차(s)는 다음 식 (7) 및 (8)과 같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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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평균( )과 표준편차(s)는 각각 모집단의 평균(µX)
과 표준편차()에 해당하며 대수정규분포와 다음 식(9) 및 

(10)의 관계를 갖는다.

⎟
⎠
⎞

⎜
⎝
⎛ += 2

2
1exp ζλμX (9)

( )1
222 −= ζμσ eXX (10)   

식 (9)와 (10)을 통하여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

()은 다음의 식 (11) 및 (12)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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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team (b) B team (c) C team (d) D team

<그림 1> 각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지진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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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바탕으로 

15와 85백분위수는 앞서 최우법과 동일하게 식 (6)을 사용

하여 산출한다.

최우법과 적률법은 모두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

()을 산출하고 확률함수를 이용하여 백분위수를 결정한다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최우법은 산출된 재해도에 직접 로그

를 취해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지만 

적률법은 재해도의 평균( ) 및 표준편차(s)를 계산하고 계

산된 평균(µX)과 표준편차()와 대수정규분포와의 관계식

을 이용하여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과 분산()을 

산출한다.

3. 지진원도와 입력자료의 논리수목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울진 1, 2호기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에 사용되었던 자료
(8)
를 이용하여 

재해도를 계산하였다. 신울진 1, 2호기의 확률론적 지진재

해도분석을 위해서 4팀이 최적안과 대안의 지진원도와 그 

입력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각 팀이 제시

한 최적안의 지진원도와 그 입력변수를 바탕으로 재해도를 

산출하였다. 그림 1이 4개 팀의 지진지체구조도이다. 각 지

진원도의 입력변수인 최소규모, 최대규모, 진원깊이, Gutenberg-

Richter a-b값, 감쇄식에 대한 논리수목을 작성하고 작성된 

논리수목에서 각 가지의 확률을 계산하였다.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분석에서는 입력변수와 함께 각 가지의 확률도 입력

자료가 되어 본 연구에서 계산하는 재해도 곡선의 불확실성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지진재해도 평가결과

4개 팀의 지진지체모델과 8개의 감쇄식을 바탕으로 확률

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산출된 각 

팀의 전체 재해도는 그림 2와 같다. 한반도를 전체를 하나의 

단일 지진원으로 가정한A팀의 총 144가지의 지진지체모델

에 대한 재해도가 산출되었고, 4개의 지진원으로 가정한 B

팀의 총 256가지의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재해도가 산출되

었다. 또, 5개의 지진원으로 가정한 C팀의 총 936가지의 지

진지체모델과 3개의 지진원으로 가정한 D팀의 총 432가지

의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재해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2는 각 

팀이 제시한 144, 256, 936, 432 가지의 지진지체모델에 대

한 재해도를 전부 도시한 그림으로, B, C, D팀이 제시한 지

진지체모델에서 산출된 재해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

고 있다.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0.3g를 기준으로 A팀의 지

진지체모델에서 산출된 재해도는 최고 값으로 2.18×10-3, 

최저 값으로 5.38×10-8
나타났다. B, C, D팀의 지진지체모델

에서 산출된 재해도는 최고 값으로 각각 1.75×10-2, 

4.10×10-2, 5.85×10-3
을 나타냈으며 최저 값으로 모두 

1.0×10-20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각 팀이 제시한 지진지체모델에서 산출된 전체 재해도는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결론적으

로 제시한 평균 재해도는 0.3g를 기준으로 4개 팀이 각각 

2.264×10-5, 1.026×10-4, 1.656×10-4, 1.277×10-5
로 그 차이

가 그림 2에서 나타내는 것만큼 크지 않았다. 지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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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전체 재해도
<그림 3> 각 지진지체모델의 지진원 중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서 산출

된 전체 재해도

서정문 등
(8)
이 수행했던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총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 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재해도와 산출된 평균 재해도와의 차이 역

시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 때문이라고 판단하

여, 처음부터 하나의 단일 지진원으로 가정한 A 팀을 제외

한 B, C, D 팀의 지진원도에서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

한 재해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각 팀의 전체 재해도는 그림 3과 같다. 각 재해도 

그림은 B팀의 지진원 4에서 제시한 총 64가지의 지진지체

모델에 대한 재해도와 C팀의 지진원 5에서 제시한 총 216

가지의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재해도, D팀의 지진원 3의 총 

144가지의 지진지체모델에 대한 D팀의 재해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진원에서 산출된 전체 재해도는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확연한 범위 차이를 나타내지만 각 팀의 평균 재해도

는 0.3g를 기준으로 각각 2.264×10-5, 1.026×10-4, 1.655×10-4, 

8.630×10-6
으로 2개의 지진원이 부지와 인접하게 나타났던 

D팀의 재해도가 약 30%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그 차이

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해도 분석 시에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가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5. 재해도의 백분위수 비교

각 백분위수 산출방법으로 계산된 15, 50(median), 85백

분위수는 표 1과 그림 4~7과 같다. 각 그림과 표에서 WA

는 중요도 누적법, WH는 재해도 가중법, ML은 최우법, 

MO는 적률법을 나타낸다. 표 1에서 B 팀과 C 팀의 15백분

위수에 대한 0인 값은 1.0×10-20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 재해

도로, 사용한 재해도 프로그램의 특성상 1.0×10-20
보다 작은 

재해도는 0으로 계산된다. 산출된 백분위수의 차이를 수치

적으로 살펴보면, 0.3g를 기준으로 A 팀의 경우 15백분위

수와 85백분위수의 차이가 통계처리 방법에 따라 약 

9.2~1699.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B, C, D 팀의 15백

분위수와 85백분위수 사이의 차이는 15백분위수가 0인 값

을 1.0×10-20
으로 가정했을 때 약 13.8~3.2×1016

배의 큰 차

이를 보였으며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으로 

산출된 15백분위수가 그림 4~7에 나타난 것과 같이 

1.0×10-20 안팎의 매우 작은 값을 나타냈다. 또, 전반적으로 

동일한 재해도에 대하여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

우법으로 계산된 백분위수 사이의 각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작게 나타났으며 그림 2와 비교해 봤을 때 산출된 전체 재

해도의 범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률법

으로 계산된 백분위수는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와 

전반적으로 다소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백분위수 간의 편차

는 작게 나타났다. 

재해도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

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의 백분위수는 표 2와 그

림 8~10과 같다. 백분위수 그림은 앞서 그림 4~7과 마찬가

지로 각 팀의 지진원에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가 산출

방법에 따라 나타나있다. 표 2는 0.3g를 기준으로 한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의 백분위수로 표 1과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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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재해도의 0.3g에 대한 백분위수

Method
A team B team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WA 2.733×10-6 1.177×10-5 4.139×10-5 0.000 7.571×10-14 5.714×10-5

WH 2.971×10-8 9.680×10-6 5.049×10-5 0.000 2.415×10-14 1.944×10-4

ML 9.686×10-8 2.525×10-6 6.580×10-5 5.214×10-20 1.946×10-13 7.261×10-7

MO 4.204×10-6 1.274×10-5 3.858×10-5 8.222×10-6 3.641×10-5 1.612×10-4

Method
C team D team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WA 0.000 1.536×10-13 7.668×10-5 1.429×10-13 6.995×10-7 8.056×10-6

WH 0.000 8.133×10-12 3.203×10-4 1.668×10-14 3.280×10-6 2.381×10-5

ML 1.678×10-18 3.662×10-12 7.994×10-6 5.157×10-14 5.715×10-9 6.333×10-4

MO 1.216×10-5 5.584×10-5 2.563×10-4 1.533×10-6 5.699×10-6 2.118×10-5

<그림 4> A팀의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그림 5> B팀의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그림 6> C팀의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그림 7> D팀의 지진지체모델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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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지진지체모델의 지진원 중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으로 산출된 재해도의 0.3g에 대한 백분위수

Method
A_source B_sourc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WA 2.733×10-6 1.177×10-5 4.139×10-5 4.021×10-5 6.928×10-5 1.802×10-4

WH 2.971×10-8 9.680×10-6 5.049×10-5 1.787×10-5 6.490×10-5 1.991×10-4

ML 9.686×10-8 2.525×10-6 6.580×10-5 2.330×10-5 6.515×10-5 1.822×10-4

MO 4.204×10-6 1.274×10-5 3.858×10-5 3.078×10-5 7.265×10-5 1.715×10-4

Method
C_source D_sourc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15 Percentile Median 85 Percentile

WA 5.118×10-5 1.182×10-4 2.712×10-4 1.666×10-6 5.130×10-6 1.692×10-5

WH 4.106×10-5 1.092×10-4 3.043×10-4 1.171×10-6 3.967×10-6 1.562×10-5

ML 4.267×10-5 1.098×10-4 2.826×10-4 1.127×10-6 4.147×10-6 1.526×10-5

MO 4.856×10-5 1.160×10-4 2.773×10-4 1.759×10-6 5.089×10-6 1.472×10-5

<그림 8> B팀의 지진지체모델의 지진원 중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으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그림 9> C팀의 지진지체모델의 지진원 중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으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을 때 15와 50백분위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5와 85백분위수 사이의 차이가 약 4.5-13.5배의 차이로 크

게 줄어들었으며 동일한 재해도에서 산출된 백분위수들의 

산출방법에 따른 편차도 줄어들었다. 그림 4~7은 전반적으

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으로 산출된 백분

위수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적률법으로 산출된 백

분위수가 백분위수 범위는 좁았지만 다른 방법과는 다른 경

향을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8~10은 4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의 결과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시 한번 각각의 백분위수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중요도 

누적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는 그림 2, 3에 나타난 전체 재

해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림 5~7에서 평균 재해도

보다 85백분위수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작은 재해

도에서 큰 재해도로의 증가와 전체에서의 가중치를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해도 가중법은 산출된 

재해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역시 전체 재해도의 범위를 효

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산출된 재해도에 가중치가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가중치가 높은 재해도의 특성을 나

타낼 수 있다. 최우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는 재해도에 대

수를 취해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전체 재해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대수정규분포에 

의한 백분위수간의 편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그림 5와 그림 

6에서와 같이 85백분위수가 50백분위수에 맞춰 평균 재해

도보다 낮은 값을 취하게 되며, 재해도에 대수를 취하는 특

성 때문에 산출된 재해도가 1.0×10-20
보다 작아 0으로 표기

된 재해도의 경우 그 값을 다시 1.0×10-20
으로 가정하기 때

문에 그림 7과 같이 0.1g 이하에서 85백분위수의 형태가 다

소 어색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적률법은 재해도의 평균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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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팀의 지진지체모델의 지진원 중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으로 

산출된 재해도의 백분위수

준편차를 바탕으로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

기 때문에 전체 재해도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는 못 

하지만 재해도의 평균을 잘 반영할 수 있고 대수정규분포에 

의해 산출된 백분위수간의 편차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앞서 재해도 결과에서는 전체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의 범

위와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의 범위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 지진원에 대한 평균 재해도와 부지

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평균 재해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 얻어지는 평균 재

해도는 재해도의 전체 범위보다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

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5, 6, 7과 그림 8, 9, 

10의 비교를 통하여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백분위수

는 산출방법에 따른 차이가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은 그림 2 ,3을 바탕

으로 그림 4~10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산출된 전체 재해도의 

범위에 따라 그 범위가 크게 달라졌으며 이를 통해 3가지 

방법이 산출된 전체 재해도의 범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률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는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과 달리 전체 재해도의 범위

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백

분위수 범위가 좁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지를 포함한 재해

도에 대한 백분위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가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남에 따라 적률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가 평균 재

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

해도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분석 결과를 나타내

는 재해도의 백분위수 산출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백분위수 산출방법으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

법, 적률법을 조사하여 신울진 1, 2호기 지진재해도분석에 

사용되었던 4개 팀의 최적 지진원도와 입력변수로 계산된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하였다.

백분위수 산출방법이 지진재해도 곡선을 결정하는데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중요도 누적법으로 산출된 백분

위수는 계산된 전체 재해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해도 가중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는 

재해도와 가중치가 결합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 최우법

과 적률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범위가 일정하고 최우법은 재해도에서 바

로 대수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재해도

의 분포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적률법은 불확실성 범위가 

좁게 나타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가지 방법으로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해 본 결과, 전

반적으로 중요도 누적법,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으로 산출된 

백분위수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산출된 전체 재해도

의 범위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적률법으로 산출된 백분위

수는 평균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의 범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의 재해도에 대한 백분위수 산

출방법에 따른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백분위수 산

출방법을 바탕으로 계산된 백분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적

률법을 이용하여 재해도의 백분위수를 산출 하는 것이 재해

도의 불확실성 범위가 좁게 나타나면서 총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지를 포함한 지진원에 대한 재해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해

도의 백분위수를 적률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도 누적법

과 재해도 가중법, 최우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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