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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지반의 재해도 스펙트럼에 기반한 

토사지반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평가 기법

Uniform Hazard Spectrum Evaluation Method for Nuclear Power Plants on 
Soil Sites based on the Hazard Spectra of Bedrock Sites

함대기1) ･ 서정문2) ･ 최인길3) ･ 이현미4)

Hahm, Daegi ･ Seo, Jeong-Moon ･ Choi, In-Kil ･ Rhee, Hyun-Me

국문 요약 >> 암반지반에 주어진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원전부지 토사지반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기 위한 확률론

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 운동 및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지반응답 해석을 통해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지진동 증폭계수

를 산정하였다. 증폭계수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반운동의 스펙트럴 가속도 규모와의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되었다. 이 방법론을 적용

하여 국내 KNGR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및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원전의 포괄부지 지반 중 B1, 
B4, C1 및 C3 지반을 대상으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통해 지진동 발생 빈도 별 위험 주파수 대역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원전의 종합적 지진리스크 평가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토사지반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등재해도 스펙트럼,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평가, 불확실성, 지반응답 해석, 원전 부지

ABSTRACT >> We propose a probabilistic method to evaluate the uniform hazard spectra (UHS) of the soil of nuclear power 
plant(NPP) sites corresponding to that of a bedrock site. To do this, amplification factors on the surface of soil sites were estimated 
through site response analysis while considering the uncertainty in the earthquake ground motion and soil deposit characteristics. 
The amplification factors were calculat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spectral acceleration because these two factors are mostly 
correlated.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UHS for the KNGR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and the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nuclear power plant sites of B1, B4, C1 and C3. The most dominant frequency range 
with respect to the annual frequency of earthquakes was evaluated from the UHS analysi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 will improve the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s of NPPs rationally. We expect also that the proposed method will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UHS and of many other kinds of soil sites. 

Key words Uniform hazard spectrum,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ssessment, Uncertainty, Site response analysis, Nuclear power 
plant sites

1. 서 론

Regulatory Guide (Reg. Guide) 1.60 -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이후 

원전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Standard 

Design Response Spectra)의 형태로 주어진 설계 지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1) 이후 Reg. Guide 1.165 - Identifi-

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을 통하여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분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에 의한 안전정지 지반운

동(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SSE) 개

념이 도입되면서 설계 지반운동 평가 시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으로부터 확률론적 방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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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2) 최근에는 Reg. Guide 1.208 - A Performance-

Based Approach to Define the Site- Specific Earthquake 

Ground Motion이 발효됨과 함께 성능기반 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기법이 도입되면서 설계 지반운동으로서 연

간 10-5 발생 빈도의 등재해도 스펙트럼(Uniform Hazard 

Spectrum, UHS)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3)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 지반운동의 

설정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이 요구될 것이다. 원전 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평가를 

위해서는 지반의 감쇄식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지반 감쇄식은 암반지반을 대상으로 하여 정의되어 있

다.(4-6) 따라서 일반적인 원전 부지의 설계 지진동 규모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암반지반에 대하여 도출된 등재해도 스펙

트럼을 기반으로 하여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등재해도 스펙

트럼을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토사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부지 지반응답 해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지반응답 해석법으로는 결정

론적 기법인 해석적 방법
(7)
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방법이 존재한다.(8),(9) 지반응답 해석 시에는 실제로 지층

(Soil Deposits)의 구조·구성 및 재료상수의 본질적인 불확

실성 특성과 지층에 대한 구성 모델의 불확실성(지반 강성, 

감쇠 등), 그리고 토사의 비선형 거동에 따른 불확실성 등 

매우 다양한 불확실성 인자들이 존재하게 된다.(10)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국내·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통하여 지반응

답 해석 시 지반의 변동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 기법의 

도입을 추천하고 있다.(10-12) 

 이 연구에서는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지반응답 해

석을 통해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지진동 증폭계수(Amplifi-

cation Factor)를 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암반지반에 주어

진 등재해도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토사지반에서의 등재해

도 스펙트럼을 제시하기 위한 확률론적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KNGR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및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원전의 포괄부지 지반을 대상으로 토사지반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확률론적 지반응답 해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Faccioli et 

al.에 의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반에 따른 지진동의 증폭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이후,(8)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9),(13-19) 이 연구가 기존

의 확률론적 지반응답 해석 연구들에 비하여 가지는 몇 가

지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지반 운동의 불확실성과 지반 물성치의 불확

실성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지진동 응답을 평가하기 위한 암

반지반에서의 지진동 기록으로는 미국, 일본, 터키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15개 암반지반지진동 기록을 사

용하였다. 

· 지층의 비선형 지반응답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해석 소

프트웨어를 적용하였다. 

·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에 있어,  입력 변수값

을 추출(Sampling) 할 때에는 적은 추출 횟수로도 합리

적인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한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기법을 적용하였다.

· 지반 물성치의 불확실성 특성을 고려한 입력 변수를 추

출하고 자동적으로 해석 소프트웨어의 입력문을 생성하

여 줌으로써 불확실성 평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

복 작업에 의한 인적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다. 

· 각 주파수 대역에서의 지진동 증폭계수를 산정함에 있

어서, 지반운동의 스펙트럴 가속도 규모와 증폭계수 간

의 상관관계가 가장 유의할만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증폭

계수를 산정하였다.

2. 입력 지반운동 선정

불확실성을 고려한 토사지반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평가

를 위해서는 지반운동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

반암에서 기록된 15개의 입력지진동, 즉 미국, 일본, 터

키 등에서 발생한 강진기록 15개(규모 5.9~7.4, 진앙거리 

0.6~91.4km, PGA 0.015~0.978g)로 구성된 지반운동 

Database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반운동 Database의 각 

발생연월일, 규모, 진앙거리, PGA(Peak Ground Acceleration), 

PGD(Peak Ground Displacement) 등 주요 특징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선정된 지반운동 Database의 주파수 성

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 감쇄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나타난 평균 및 중앙

값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구성된 지반운동 Database

는 약 1.5Hz의 저주파수 대역부터 20Hz의 고주파수 대

역 까지 고른 주파수 대역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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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력 지반운동 Database의 특성

번호 지진 발생연월일 규모 지진 관측소 거리(km) PGA(g) PGV(cm/s)
1 N. Palm Springs 1986/07/08 6.0 Hurkey Creek Park 34.9 0.187 9.1
2 Parkfield 1966/06/28 6.1 Temblor pre-1969 9.9 0.357 21.5
3 Loma Prieta 1989/10/18 6.9 LGPC 6.1 0.563 94.8
4 Victoria, Mexico 1980/06/09 6.1 Cerro Prieto 34.8 0.621 31.6
5 Whittier Narrows 1987/10/01 6.0 Malibu-Las Flores 46.3 0.065 2.3
6 Northridge 1994/01/17 6.7 LA-Chalon Rd 23.7 0.185 27.1
7 Northridge 1994/01/17 6.7 Villa Park-Serrano Ave 79.5 0.103 4.3
8 San Fernand 1971/02/09 6.6 Upland-San Antonio 58.1 0.079 3.5
9 Kobe, Japan 1995/01/16 6.9 KJMA 0.6 0.599 74.3
10 Kokaeli,Turkey 1999/08/17 7.4 Goynuk 35.5 0.132 8.8
11 Saguenay 1988/11/25 5.9 ECTN:A54 91.4 0.015 0.3
12 Saguenay 1988/11/25 5.9 GSC Site 17 70.3 0.169 1.6
13 Morgan Hill 1984/04/27 6.2 Gilroy Array #6 11.8 0.465 12.3
14 Morgan Hill 1984/04/27 6.2 Corralitos 22.7 0.155 7.5
15 Nahanni 1985/12/23 6.8 MACKENZIE, ST1 6.0 0.978 46

<그림 2> 해석 대상 부지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

<그림 1> 입력 지반운동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5% 감쇄) 

3. 해석 대상 부지 선정 및 지진동 증폭계수 도출

해석 대상 부지로는 KNGR 및 APR 1400의 포괄부지 

종류 중 100ft 지점에 경암 지반이 위치하는 Category B의 

B1 및 B4, 200ft 지점에 경암 지반이 위치하는 Category C

에서는 C1 및  C3의 4개 토사지반 부지를 선정하였다. 이

는 포괄부지 지반종류 중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반임에 따라 

지반운동 증폭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Category A와 

지반의 건전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Category D를 제외한 지반 중 경

향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결과이다. 각 대

상 부지의 전단파 속도(Shear Wave Velocity) 주상도(Profile)

를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B1 및 C1 지반은 불연속면이 

포함되지 않은 연속 지반이며, B4 지반은 기초가 위치하는 

53ft(16.2m) 위치에, C3 지반은 100ft(30.5m) 위치에 각각 

불연속면이 존재한다. 전단파 속도 1,000fps(304.8m/s)인 

지반은 모래/자갈(Sand/Gravel)로 구성되어있으며, 2,000fps

(609.6m/s)인 지반은 풍화암(Weathered Rock)으로 구성되

었다. 

지반응답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ProShake (Ver.1.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0) 이 프로그램은 지층 구성 물질의 

계수 감쇠 곡선(Modulus Reduction Curve), 감쇄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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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지반

(b) B4 지반

(c) C1 지반

(d) C3 지반

<그림 4> 지반종류 별 지진동 증폭계수

(a) 모래/자갈 지층

(b) 풍화암 지층

<그림 3> 지층 별 계수 감쇠 곡선 및 감쇄비 곡선 입력

(Damping Curve), 단위 중량(Unit Weight) 및 전단파 속도

를 입력으로 하여 지층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응력-변형

률 곡선, 응답 스펙트럼 및 그 외 다양한 인자들의 주상도를 

출력으로 제공한다. 자갈/모래 및 풍화암 층의 계수 감쇠 곡

선 및 감쇄비 곡선은 Idriss et al.에 의해 제안된 그림 3의 

곡선을 사용하였다.(21),(22)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각 해석 대상 부지에 

대한 지진동 증폭계수 값을 15개 입력 지반운동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진동 증폭계수는 

지반운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인자들 중 스펙트럴 가속

도 값()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동 증폭

계수()를 기반암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에 

대한 지표면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비로서 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각 해석 대상 부지에 대한 주파수 대역에 따른 지진동 증

폭계수 그래프는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B1과 C1 지

반은 불연속면이 없는 연속 지반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첨

두(Peak) 증폭 주파수 대역이 존재하는 데 반하여, B4와 C3 

지반은 불연속면이 있는 두 종류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각각 

두 개의 첨두 증폭 주파수 대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B1 

지반은 약 2~3Hz, B4 지반은 약 3~4Hz 대와 10Hz 대역에

서 증폭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다. C1 지반은 B1 지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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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반 불확실성 변수의 확률분포 특성

불확실성 변수 변동계수(COV) 확률분포

전단파 속도 0.5
대수정규분포

단위 중량 0.5

<그림 5> 추출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C3 지반)

<그림 6> 추출된 단위 중량 히스토그램(C3 지반)

비하여 경암 지반이 더 깊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유연한 지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증폭이 발생

하는 주파수 대역도 B1 지반보다 낮은 1~1.5Hz에 위치하

고 있다. C3 지반도 B4 지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1.5~2Hz 대역과 4~5Hz 대역에서 가장 큰 증폭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볼 때, 이 연구에

서 사용된 지층 모델과 해석 소프트웨어 및 지진동 증폭계

수는 해석 대상 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불확실성을 고려한 지반 모델링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반복 해석이 필요하게 되므로, 효율적

인 불확실성 변수(Random Variables)의 추출 기법을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적은 추출 횟수로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LHS 기법을 적용하여 불확실성 변수들을 추출하였다.(23)

또한 반복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반복 작업에서 

개입될 수 있는 인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MOSAIQUE 소프트웨

어를 불확실성 해석을 위한 전처리기로 사용하였다.(24) 이 

프로그램은 불확실성 변수의 확률분포 특성에 따라 입력 변

수를 추출하고 이를 반영한 해석 프로그램 입력문까지 자동

으로 생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추출된 불확실성 변수 조합

의 확률밀도함수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어, 해석 프로그램의 반복 실행을 통한 불확실성 해석 과정

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의 동적 거동에 

있어서 주요한 인자일 뿐만 아니라 해석 소프트웨어의 주요 

입력변수로 사용되는 전단파 속도()와 단위 중량()을 불

확실성 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불확실성 변수의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 COV) 등 확률분포 특성은 관련 

기준으로부터 가정하였으며,(10-12) 이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전단파 속도와 단위 중량은 서로 독립적인 확률변수인 것으

로 가정하였다. 

불확실성 변수 추출 결과의 일례로서 C3 지반에 대하여 

30개의 불확실성 변수를 추출하여 전단파 속도에 대한 각 

입력 변수 조합의 주상도를 도시하면 그림 5와 같으며, 모래

/자갈 지층 및 풍화암 지층의 단위 중량 추출 값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6과 같다. 각 그림을 통하여 

볼 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입력변수 추출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불확실성 변수 조합은 목표로 하는 확률밀도함수에 

근사하게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지진동 증폭계수 회귀분석 및 UHS 도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지진동 증폭계수는 지반운동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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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4 지반

(b) C3 지반

<그림 7> 기반암 스펙트럴 가속도와 지진동 증폭계수 간의 회귀분석 결과

성을 표현하는 여러 인자들 중 스펙트럴 가속도 값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부지 지반 종류별로 기

반암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 값에 따른 지진동 증폭계수 값

을 Plotting 하고 이를 회귀분석하면 기반암 스펙트럴 가속

도와 지진동 증폭계수 간의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7

은 지반종류 B4 및 C3에서의 주파수별 회귀분석을 통해 지

진동 증폭계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B4 지반의 경우 50Hz의 

고주파수 대와 0.2Hz의 저주파수 대에서 가장 뚜렷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Hz 및 1Hz대에서는 매

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C3 지반의 경

우에는 50Hz, 5Hz의 고주파수 대와 0.2Hz의 저주파수 대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2Hz 대에서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1 및 C1 

지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기반암의 스펙트럴 가

속도에 따른 주파수별 지반운동 증폭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기반암 UHS(25)
에 대하여 주파수에 따른 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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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생 빈도 10-4, B1 & B4 지반 (c) 발생 빈도 10-5, B1 & B4 지반

(b) 발생 빈도 10-4, C1 & C3 지반 (d) 발생 빈도 10-5, C1 & C3 지반

<그림 8> 지반종류 및 연간 빈도수 별 등재해도 스펙트럼

증폭계수 값을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하면 토사지반 지

표에서의 UHS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8은 각 연간 빈도수

(Annual Frequency) 별로 주어진 기반암 UHS에 대한 토사

지반의 지반 종류별 UHS를 도출한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B1 지반의 경우 B4 지반에 비하여 1Hz 부근에서 큰 

증폭이 발생하였으며, 낮은 빈도(10-5) 지진동의 경우에 전

반적으로 증폭되는 양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4 지반은 1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B1 지반에 비

하여 증폭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5Hz 이상의 고주파수 대

역에서는 매우 큰 증폭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층의 고유주파수 

대역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B4 지반보다 상대적

으로 유연한 지반이라고 할 수 있는 B1 지반의 경우에는 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증폭이 발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반인 B4 지반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증

폭이 발생한 것이다.

C1 지반의 경우 0.5Hz 및 1Hz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큰 

증폭이 발생하였으며, 고진동수(5Hz 이상) 낮은 빈도(10-5) 

지진동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3 지반은 마찬가지로 0.5Hz 및 1Hz의 저주파수 대역

에서 큰 증폭이 발생하였으며,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 및 지

진동 발생 빈도에서 C1 지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증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그림 4에 나타난 

지층의 고유주파수 대역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반 및 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지진동 증폭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암반지반에 주어

진 재해도 곡선 및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토사지반 

지표에서의 재해도 곡선 및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석 대상 예제로서 KNGR, 

APR1400 포괄부지 지반의 지반종류 B1, B4, C1, C3 지반

을 선택하고, 각 지반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도출하

였다. 이상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도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진동 발생 빈도 별 위험 주파수 대역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토사지반에서의 등재해도 스펙트

럼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법을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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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다양한 종류의 

토사지반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원전의 종합적 지진리

스크 평가 결과를 보다 합리적인 값으로 개선하는 데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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