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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robabilistic variability in stiffness and nonlinearity of soil on response of nuclear power plant (NPP) 

structure subjected to seismic loads considering the 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Both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ethods have 

been employed to evaluate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structure. For the deterministic method, SRPmin method given in USNRC SRP 

3.7.2(2013) (envelope of responses using three shear modulus profiles of lower bound(


), best estimate(


) and upper bound(


)) 

and SRPmax method (envelope of responses by more than three ground profiles within range of 


≤≤


) have been considered. 

The probabilistic method uses the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that can capture probabilistic feature of soil stiffness defined by the 

medi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Thes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1) number of samples shall be larger than 60 to apply the 

probabilistic approach in SSI analysis and 2) in-structure response spectra using equivalent linear soil profiles considering the nonlinear 

behavior of soil medium can be larger than those based on low-strain soil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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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는 견고한 기반암 위에 기초를 

설치하여 지진 시 구조물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내진설계가 가능하

였다. 하지만 Fig. 1과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나 지진위험도가 매

우 높은 일본에서는 견고한 기반암이 아닌 토사지반에 원전이 건설되고 있

다[1-3]. 국내에서도 원전 건설 부지의 제한으로 향후 견고한 기반암이 아

닌 토사지반에 원전이 건설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토사지반 조건을 고려한 

표준원전인 APR1400이 개발되었다. 

한편, 최근에 미국 원전내진설계 심사지침인 SRP 3.7.2(2007)에서 지

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지반조건을 전단파속도 3,500 ft/sec (약 1,100 

m/sec) 이상인 지반에서  8,000 ft/sec (약 2,400 m/sec) 이상으로 상향 조

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신규 원전에서 지반의 영향을 고려한 내진설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구조물이 암반이 아닌 지반에 건설될 경우 내진설계에 있어서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거동[4]에 대한 면밀

한 검토와 함께 정확한 지반강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자연 상태에서 지

반강성은 근본적으로 균질하지 않으며 물성치의 공간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적(deterministic) 값으로 추정하기가 곤란하다[5, 6]. 

그러므로 SSI 해석시 지반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하

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7, 8].

미국의 경우 지반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SSI 해석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서 ASCE 4-98 및 USNRC SRP 3.7.2(2013) 등에 관련 

설계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의 STB 3317[9]에서는 SRP 3.7.2와 ASCE 4의 결정론적 방법에서 변동

계수(COV)가 1.0인 경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반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19권 2호 (통권 제102호) | March 2015

64

Fig. 1. Soil profile of ANPP2 NPP in USA[1]   

Fig. 2. Soil profile of Kasiwazaki-Kariwa NPP in Japan[2, 3]

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SSI 해석에 대한 국내외 지침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반강성의 변동성과 관련된 설계현안의 세부적인 해석기준 정립

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SSI 효과를 고려한 구조물의 거동에서 지반강성의 변동성으

로 인한 동적 응답 변화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10, 11]. 

Rieck & Houston[12]은 MCS기법을 통한 30개의 무작위 지반 프로파일

을 생성하여 격납구조물의 확률론적 SSI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Ghiocel & 

Ghanem[13]은 지반강성의 변동성과 관련된 SRP 및 ASCE4 기준을 적용

하여 결정론적 방법으로 3개의 지반 프로파일(0.5GBE, GBE, 2.0GBE)을 고

려하는 방법과 등가선형 지반강성이 고려된 다수의 지반프로파일에 대하

여 확률적 SSI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반 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작용되는 지진

하중을 산정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기법

에 의한 지진응답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정론적 방법으로 USNRC SRP 

3.7.2에 규정하고 있는 SRPmin 방법(전단탄성계수GLB, GBE, GUB에 의한 응

답의 포락) 및 SRPmax방법(전단탄성계수가 모든 지층에서 


≤≤


 

범위인 다수의 지반 프로파일에 대한 SSI 지진응답의 포락)을 고려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은 지반강성에 대해 정의된 확률특성(중앙값, 표준편차)으로

부터 Latin Hypercube sampling (LHS)기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작성하고 

동적해석을 수행한 후, 이들 응답의 통계특성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반강성(전단탄성계수)의 확률분포를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로 가정하고 저변형률(low-strain) 지반프로파일에 대한 표본을 생성하였

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표본의 개수는 30, 50, 60, 90, 120, 150개 이다. 또

한 지반강성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계수(COV)로는 0.5, 1.0, 1.5, 2.0

을 고려하였다.

2. 지반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SSI 해석에 관한 

국내외 지침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에서는 지반강성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KEPIC(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정론적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

다. 이 방법은 SRP 및 ASCE4-98에 제시된 결정론적 방법의 특수한 

경우이다. 한편, ASCE 4-98기준에서는 30개 이상의 지반 프로파일에 

대한 확률론적 응답산정 방법도 추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적용

되는 해석 기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2.1 결정론적 방법

SRP 3.7.2(Rev.4, 2013)에서는 최소 세 종류의 흙 및 암반의 프로파일

(최적추정, 하한, 상한 프로파일)을 고려한 SSI 해석을 필수적으로 수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적추정 전단탄성계수 값(GBE)은 지반조사 자

료로부터 결정되며 각 지층의 저변형률 전단탄성계수의 상한 값 GUB와 하

한 값 GLB는 최적추정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결정한다. 







⋅ (1)










                                                                            (2)

여기서 COV는 지층의 지반재료 특성이 적절히 고려된 변동계수로서, 면

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부지에서는 최소 0.5 이상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

은 부지의 경우 최소 1.0 이상을 적용한다. 그리고 부지에 대한 등가선형 전

단탄성계수와 감쇠 값은 원칙적으로 다수의 자유장응답해석 결과로부터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14]. 한편, KEPIC에서는 저변형률 전단탄성계수의 

상한 값 GUB와 하한 값 GLB을 식 (1)과 식 (2)에서 COV=1을 적용하여 SSI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2 확률론적 방법

ASCE 4-98기준에서는 확률론적 방법으로서 다수의 표본에 대하여 

SSI 해석을 통해 약 90%에 해당하는 비초과 확률 (평균+1.28)에 대한 응

답 값을 설계 값으로 결정함으로써 SSI 해석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여기서 는 SSI 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응답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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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mple structure (b) Soil profile and location of input motion

Fig. 3. Cross-section and soil conditions of the example structure

Table 1. Characteristics of soil layers and statistical properties of shear modulus of soil layer

Soil

layer

Material properties of soil Probabilistic model

Thickness

(m)

Mass

density

(t/m
3
)

Poisson’s 

ratio

Damping 

ratio

(low-strain)

Median value

(low-strain)

Variable

(G)

Shear

modulus

(G)

COV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Shear

wave

velocity

(m/s)

Shear

modulus

(MPa)

Sand
3 1.64 0.347

0.05
150 36.00      

0.5 1.0 1.5 2.0 LN
3 1.64 0.308 200 65.60 ㅡ

1.82

Clay 6 1.77 0.462 0.05 330 192.75       0.5 1.0 1.5 2.0 LN

Soft

Rock

18 1.73 0.451

0.05

490 415.37      

0.5 1.0 1.5 2.0 LN

40 1.70 0.446 530 477.53 ㅡ

1.15

60 1.77 0.432 590 616.14 ㅡ
1.48

20 1.97 0.424 650 832.33 ㅡ
2.00

20 2.03 0.416 720 1052.35 ㅡ

2.53

Hard

Rock
20 2.40 0.250 2438.4 4223.43 ㅡ

10.17

이 같은 해석에 사용되는 지반프로파일 표본의 개수로서 ASCE 4-98에서

는 30개 이상을 추천하고 있으나[15], USNRC RG 1.208 및 SRP 3.7.2에

서는 부지응답해석시 최소 60개 이상 지반프로파일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

다[16].

3. 사례 연구

3.1 예제구조물

예제구조물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ART 격납구조물(Fig. 3(a) 

참조)로 선정하였다. 이 격납구조물은 직경이 약 38 m이고 높이가 약 71 m

인 원통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쉘 구조물이며, 콘크리트 물성치는 다

음과 같다: 질량밀도=2.4 t/m
3
, 탄성계수=31,300MPa, 포아송비=0.2, 감

쇠비=0.05. 지반 조건은 Fig. 3(b)와 같이 일본 00원전 부지의 지반조사결

과를 참고하여 지표에서 170m 깊이까지 모래층과 점토층 및 연암으로 구

성된 지반조건을 설정하였다[17]. Table 1은 해석대상 구조물의 지반 물성

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이 좌우 대칭인 구조물이므로 Figure 4와 같

이 1/4 해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표면보다 높은 위치의 구조물을 

Beam-Stick 모델로 표현하였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은 SASSI 프

로그램[18]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모델은 Fig. 4와 같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은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지반의 등가선

형 물성치를 자유장 지진응답해석을 통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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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e (b) Excavated Soil 

Fig. 4. Model for SASSI analyses of example structure

Fig. 5.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soil layers[19]

Table 2. Comparison of medi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shear modulus of soil samples (Number of samples=60)

Target statistical property Statistical property of the generated samples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Shear modulus

(MP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Coefficient of variation 

COVG

Median of the shear modulus

(MPa)

0.5

 36.90

LN

0.4988  36.90

192.75 0.4988 192.75

415.37 0.4988 415.37

1.0

 36.90

LN

0.9970  36.90

192.75 0.9970 192.75

415.37 0.9970 415.37

1.5

 36.90

LN

1.4944  36.90

192.75 1.4944 192.75

415.37 1.4944 415.37

2.0

 36.90

LN

1.9912  36.90

192.75 1.9912 192.75

415.37 1.9912 415.37

3.2 해석 방법

3.2.1 지반강성의 변동성 고려를 위한 표본작성

이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지반의 확률적인 특성에 

따른 다수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생

성을 위하여 적은 모사횟수로도 많은 수의 표본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효

과를 내는 LHS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변형률 전단탄성계수

를 확률변수로()로 선택하고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수정규분포에 대한 계수인 중앙값(median)과 COV는  ln로 나타낼 

경우, 확률변수 y의 통계특성(대수평균  , 대수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은 식 (3)과 같다.

 ln, 
ln

 , 





                                    (3)  

여기서 는 확률변수인 전단탄성계수의 중앙값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최적

추정값(GBE)으로 가정하였으며 COV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층 전단탄성계수의 중앙값과 변동계수를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확률변수는 3개 지층(Sand, Clay, Rock)의 저변

형률 전단탄성계수를 대수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각 지층 간 

상관성은 무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LHS 기법에 의한 표본 생성을 

위해 Matlab의 lhsnorm함수[20]를 이용하였으며, 각 변동계수(0.5, 1.0, 

1.5, 2.0)에 대한 표본 30개, 50개, 60개, 90개 100개, 120개, 150개를 각각 

생성하였다. 생성된 표본의 검증을 위하여 60개의 표본집단에 대한 각 지층

별 전단탄성계수의 중앙값 및 변동계수를 구하고 목표값과 비교하여 Table 2

에 정리하였다. 이 비교표로 부터 표본의 중앙값 및 변동계수가 목표치와 매

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6(a),(b),(c)는 LHS기법에 의해 생성된  

60개 표본집단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3.2.2 지진응답해석 방법

Fig. 7은 LHS기법을 통해 생성된 다수의 저변형률 지반 프로파일에서 

한 개의 지반프로파일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스펙트럼을 구하는 해석절차

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해석절차를 살펴보면 한 개의 저변형률 지반 프로파일

은 지반의 등가선형이 고려된 지반강성을 얻기 위해 등가선형 자유장해석



지반강성의 변동성이 원전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응답에 미치는 영향 분석

6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Shear Modulus (MPa)

0

3

6

9

12

15

18

21

N

Low-Strain Soil

G
median

=  36.90 MPa

COVG = 1.99

(a) Low-Strain soil (Sand)

0 260 520 780 1040 1300 1560 1820 2080 2340

Shear Modulus (MPa)

0

3

6

9

12

15

18

21

24

N

Low-Strain Soil

G
median

= 192.75 MPa

COVG = 1.99

(b) Low-Strain soil (Clay)

0 1000 2000 3000 4000 5000

Shear Modulus (MPa)

0

2

4

6

8

10

N

Low-strain Soil

G
median

= 415.37 MPa

COVG = 1.99

(c) Low-Strain soil (Soft Rock)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Shear Modulus (MPa)

0

3

6

9

12

15

18

21

N

Eqivalent-Linear Soil

G
median

=  13.65 MPa

COVG = 10.57

(d) Equivalent-Linear soil (Sand)

0 260 520 780 1040 1300 1560 1820 2080 2340

Shear Modulus (MPa)

0

3

6

9

12

15

18

21

24

N

Eqivalent-Linear Soil

G
median

= 65.08 MPa

COVG = 11.22

(e) Equivalent-Linear soil (Clay)

0 1000 2000 3000 4000 5000

Shear Modulus (MPa)

0

2

4

6

8

10

N

Eqivalent-Linear Soil

G
median

= 390.62 MPa

COVG = 2.16

(f) Equivalent-Linear soil (Soft Rock)

Fig. 6. Distribution of the shear modulus for low-strain and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s (No. of samples using LHS = 60)

Fig. 7. Procedure of the seismic response analysis used in this study

을 수행한다[21]. 등가선형 자유장해석을 위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

하는 1개 인공지진파를 생성하고, 이 인공지진파 입력에 의한 등가선형 자

유장지반 물성치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지진응답해석에서는 

매끈한 구조물 응답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다수의 인공지진파를 사용하였

다. 1개 지진파를 사용한 경우의 등가선형 지반물성치와 다수 인공지진파

를 사용한 등가선형 지반물성치의 평균값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유장지반의 등가선형 지반물성치를 얻기 위해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는 1개 인공지진파를 

사용하였다. 등가선형 자유장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Matlab 프로그램인 

mSHAKE[1]를 적용하였다. Fig. 6(d),(e),(f)는 표본 60개에 대한 등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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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lected plots of the artificial input accelerations (random cases #1 and #10)

(a) Response spectra (b) Mean response spectrum

Fig. 9. Response spectra of the 10 artificial input acceleration time histories used for the seismic response analysis

형 자유장해석을 통해 얻어진 등가선형 전단탄성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등가선형 물성치의 경우 목표치에 비해 변

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입력은 기반암 노두에서 수평방향으로 입력하고 설계 응답스펙트

럼(PGA=0.2g)를 만족하는 인공지진파 1개를 적용하였다. 이때 등가선형

화 하기 위한 지반강성비(
max
곡선)와 감쇠곡선은 일본 OO원전 부지

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얻어진 등가선형화 된 지반강성을 이용하여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하였다. 지진응답해석시 지진입력은 자유장해석에 사용한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하게 작성한 10개 인공지진파의 시간이력이다(Fig. 8 

및 Fig. 9 참조). 자유장해석과 달리 10개의 인공지진파를 작성하여 사용한 

이유는 매끈한 응답스펙트럼 응답을 얻기 위함이었다. 생성된 10개의 인공

지진파를 입력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한 후, 이로부터 얻어진 시간이력 

응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평균을 구조물 응답의 중앙값 응답스펙트럼으

로 산정하였다.

3.4 결과 분석

3.4.1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지진응답

저변형률 및 등가선형 지반프로파일에 대한 예제구조물의 지진응답을 

SRP 3.7.2에 규정하고 있는 SRPmin 방법과 SRPmax 방법에 따라 지표면에

서의 응답을 구하고 이를 Fig. 10과 Fig. 11에 비교하였다. Fig. 10으로 부

터 지반강성의 변동계수(COV)가 커짐에 따라 포락응답이 넓게 분포하며, 

변동계수가 0.5인 경우에는 SRPmin 방법과 SRPmax 방법에 의한 응답의 차

이가 거의 없으나 변동계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림으로부터  SRPmax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LHS에 의한 표본 수 50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등가선형 지반프로파일을 사용한 지

진응답에서는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변동계수가 0.5인 경우에도 

SRPmin 방법과 SRPmax 방법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등가선

형해석을 적용한 SRPmax방법으로 해석시 표본의 개수는 저변형률 지반 특

성을 사용한 경우 보다 더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2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지진응답

저변형률 지반특성에 대한 확률론적 방법에서 중앙값 및 표준편차를 계

산하기 위한 표본개수로 30개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2, 3]. 

그러나 등가선형 지반특성의 경우 확률론적 자유장해석시 USNRC 

RG-1.208에서는 적어도 60개 이상의 변동성이 고려된 표본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SI 해석시 변동계수에 따른 표본개수의 지침이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등가선형 지반특성을 고려한 

SSI 해석시 표본개수에 따른 확률론적 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COV=2.0인 경우 표본 30개와 60개에 의한 확률적 응답을 비교하였다. 

특히 Fig. 12에 보인바와 같이 스펙트럴응답의 변동성이 큰 3개 진동수

(2Hz, 3.51Hz, 12.3Hz)에서 표본 개수에 따른(30개, 60개, 90개, 120개, 

150개) 확률적 응답의 수렴성을 검토하였다.

Fig. 13은 표본개수에 따른 진동수별 응답스펙트럼의 중앙값과 표준편

차의 수렴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로 부터 표본개수는 중앙값보다는 표

준편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변동계수가 2.0인 경우 확률론적 방법으로 해

석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은 평균값에 대해 최소 60개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준편차에 대해서는 Fig. 1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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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obtained by SRPmin and SRPmax methods, using 

low-strain soil profile (N=number of samples, damping ratio=5%)

Fig. 11.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obtained by SRPmin and SRPmax methods, using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 (N=number of samples, damping ra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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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lection of frequencies at which equivalent-linear SSI 

responses are evaluated

Fig. 13. Statistical values of the response spectra at the selected 

frequencies  (
 

 ln
 , 

∙exp
)

Fig. 14. Probabilistic response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for the low-strain soil profile (Number of samples=60, 

Median=thick dashed line Median+1SD=thick solid line, 

damping ra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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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Probabilistic response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for the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 (Number of 

samples=60, Median=thick dashed line, Median+1SD = 

thick solid line, damping ratio=5%)

개 표본에 대해서도 수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0개의 저변형률 지반 표본에 대한 확률론

적 지진응답을 Fig. 14 및 Fig. 15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굵은 점선은 60

개의 해석 응답에 대한 중앙값인 50% 비초과확률을 나타내며, 굵은 실선은 

중앙값+표준편차인 84.1% 비초과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3.5 해석 결과에 대한 고찰

3.5.1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대한 지진응답의 비교

이 장에서는 각 기법에 대한 차이와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비교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에서는 지반강성의 프

로파일을 60개 작성하고 이들 응답의 90% 비초과확률(=1.28)과 95% 비

초과확률(=1.64)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Fig. 16은 저변형률 지반 특성을 고려한 지진응답 결과로서 변동계수 

0.5인 경우 SRPmin 방법에 의한 응답은 확률론적 방법의 90% 비초과확률 

응답과 유사하며, SRPmax 응답은 확률론적 방법의 95% 비초과확률 응답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등가선형 지반특성을 고려한 지진응답 결

과를 나타낸 Fig. 17에서는 변동계수 0.5에서는 유사하나 1.0 이상에서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는 특히 변동계수가 커짐에 

따라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응답스펙트럼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론적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지반프로파일에 

의한 응답의 포괄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스펙트럼에서 골(valley)이 많

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의 확률론적 해석은 지층간 강성의 상관

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반프로파일의 경우가 많아져 첨두진

동수가 전체 진동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응답의 통계값(평균, 표준편

차)을 응답으로 취하였으므로 응답스펙트럼이 매끈한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5.2 저변형률 지반특성과 등가선형 지반특성에 의한 확률론적 

지진응답에 대한 고찰

저변형률 및 등가선형 지반특성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확률론적 방법의 중앙값(50%)과 84.1%의 비초과확률을 비교하였다. 해

석 결과를 살펴보면 Fig. 18과 같이 등가선형 지반특성을 고려한 지진응답

이 저변형률 지반특성응답보다 일관되게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중앙값 

응답보다 표준편차 응답의 차이가 크며 이 같은 차이는 지반특성의 변동성

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가선형 SSI 해

석에 의한 지진응답이 저변형률 지반특성 SSI 지진응답 보다 증폭 될 수 있

는 것은 등가선형 물성치의 변화가 해석응답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Fig. 19(a)는 변동계수 1.0에 대한 저변형률 지반특성 및 등가선형의 전달

함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등가선형해석은 전단파속

도의 감소로 인해 전달함수의 응답이 저변형률 지반특성 해석에 비해 고진

동수 모드가 저진동수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Fig. 19(b)와 같이 SSI 해석결과, 응답스펙트럼에서 등가선형 응답이 

저변형률 지반특성 응답보다 고주파수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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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of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for 

low-strain soil profile (Damping ratio=5%)

Fig. 17. Comparison of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for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 (Damping rati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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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robabilistic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using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 

(Number of samples=60, Median=50%, Median+1SD = 

84.1%)

(a) Transfer functions

(b) An example of probabilistic response spectra 

Fig. 19. Transfer functions and response spectra of the structural 

response at ground level for low-strain and 

equivalent-linear soil profiles (This figure shows that the 

equivalent-linear response can be larger than low-strain 

response in higher frequency range)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원전 격납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등가

선형 지진응답 해석시 지반강성의 확률적 변동성이 구조물의 응답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석방법으로 확률론적 방법과 결정론적 방법

(SRPmin, SRPmax)을 적용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해석을 위해 LHS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개수는 30개, 50개, 60개, 90개, 100개, 120

개, 150개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저변형률 및 등가선형 해석에서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할 때 지반강성의 

변동성이 고려된 표본 30개, 60개, 90개, 120개, 150개인 경우에 대한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상호 비교한 결과, 최소 6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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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정론적 방법인 SRPmin 방법은 지반강성

의 COV값이 작고(예, COV =0.5) 저변형률 지반강성을 사용한 한 경

우, 엄밀한 결정론적 방법인 SRPmax와 매우 유사하여, 현재 실무에서 사

용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반의 변동성이 커지

거나 (예, COV ≥1.0) 등가지반강성을 사용할 경우, SRPmin 방법이 

SRPmax와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SRPmin방법은 보수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스펙트럴 응답을 비교한 결과, 

저변형률 지반특성을 사용한 지진해석응답의 경우, 변동계수 0.5 및 1.0

에 대한 결정론적 방법 중 SRPmax 방법에 의한 해석은 확률론적 해석의 

약 95%(+2)에 해당하는 비초과확률 응답과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RPmin 방법은 확률론적 해석의 90%(+1.28)에 

해당하는 비초과확률 스펙트럴 응답과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 0.5인 등가선형 지반특성을 사용한 경우에는 SRPmin 응답과 

SRPmax 응답이 각각 90% 비초과확률 응답과 95% 비초과확률 응답과 

경향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동계수가 1.0 이

상인 등가선형 지반에 대한 결정론적 응답과 확률론적 응답은 서로 유

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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