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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내의사회기반시설물인교량이나 , 원 에 한내진연구는일찍부터활발한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화력발

소구조물의경우사회 요성에비해지진에 한안 성평가기술에 한연구가미비한실정이다. 이에본논문에서는

16개의실제발생한지진 와 12개의 PGA에 해총 192회의동 해석을수행하 다. 그결과콘크리트의압축강도와연돌

구조물의상 변 의경우 용한지진 별로 PGA값이증가함에따라서 괴확률이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었지만지진

별로 상이하 다. 이는 연돌의 고유치 해석 결과 주된 모드와 유사한 장주기 성분이 많은 지진 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바탕으로취약도곡선을도출하여우리나라지역계수 0.22G를기 으로분석한결과콘크리트압축

이한계상태에도달한비율은 25%이고상 변 가한계상태에도달한비율은 13%이다. 따라서지진이발생했을경우상

변 에 의해 붕괴될 확률보다 압축 괴에 의한 붕괴 확률이 높다. 이에 본 연구 상인 연돌에 한 취약도 곡선은 지진이

발생했을때 상구조물에 한한계상태를 별하는정량 근거가되고화력발 연돌구조물의지진에 한안 설계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Seismic research on bridges, dams and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infrastructure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on, but in the case of structures in thermal power plants, research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a total of 192 dynamic analyzes were performed for 16 actual seismic waves and 12 PGAs. As a result,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creased as the PGA value increased for each applied seismic wave, but it was different for each seismic 

wave. As a result, at 0.22G, the ratio of the compressive limit reached to the limit state was 25% and the ratio of 

the relative displacement reached the limit state was 13%. So, the probability of collapse due to compressive failure 

Is higher. Therefore, the fragility curve of the chimney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quantitative 

basis to determine the limit state of the target structure when an earthquake occurs and to be used for the safety 

design of the thermal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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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환태평양 조산 의 향으로 화산 지진발생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는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

어 지진으로부터안 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최근의

경주지진(2016년 9월 발생) 포항지진(2017년 11월

발생)으로 한반도도 규모 지진에 한 비의 필요성

이 두되고있다. 이에 국내의 사회 기반시설물인 교량, 

, 원 등에 한 연구는일찍부터활발한 연구가수행

되고 있다[1-4]. 하지만 화력발 소와 같은 발 구조물

의 경우 그 사회 요성에 비해 지진에 한 안 성

평가기술에 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진에 한 구조물의 험도를 평가하기 하여

괴 확률을 활용한 지진 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여 평가하

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최 우도 추정법을 통한 지진취약도 해석 분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기반으

로 한 확률론 지진취약도 평가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구조물에 한지진취약도

분석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 구조물 연돌 구조

물에 한 지진취약도를 분석하고자 하 다. 화력 발

소의 연돌 구조물을 범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BAQUS[5]를 이용하여 3D로 모델링하여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기반으로 한확률

론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연돌의

지진에 한 손상 괴에 한 확률론 인 측을

가능하게 하고, 그와 련된 발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

연구에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

[6,7]에서 진행된 확률을 기반으로 한 안 성 해석에

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도 분석방법을 이용해

콘크리트 임구조에 한 내진 안정성 평가를 하

다. 이는 지진에 한 손상을 좀 더 명확히 측하고, 이

를 활용하여 아직발생하지 않은 큰 규모의지진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한  해

2.1  개

본연구 상 연돌은국내화력발 소내의구조물로

서 연소설비시스템상의 통풍 배연 배기가스의 확산, 

희석을목 으로하는설비이고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되어있다. 기 를 제외하고 체높이는 198 m이고 상부

외경은 직경10.3 m, 두께350 mm이며, 하부 외경은 직

경 16.0 m, 두께1000 mm이다. 연돌의 기 는 직경 26 

mm, H=4.5 m인 팔각형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본 연

구 상 연돌의 경은 Fig.1 과 같다.

Fig. 1. A panorama of Chimney(subject of study)

2.2 한  델링

2.2.1 사항

해석 상인 연돌의 해석을 해 유한요소해석 로

그램인 ABAQUS를 사용하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로 모델링하 으며, 콘크리트의 경우 Solid요소로 균질

한(homogeneous)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Line요소로 D19, D22, D29, D32의 철근을

사용하 으며 유한요소 해석특성상 한 콘크리트 솔리드

요소(concrete solid element)에 배근 되는 철근 량이 동

일하면 해석결과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경을 4배로 늘리

고 철근의 배근 개수를 1/4로 여서 모델링하 다. 

체 좌표계에서 연돌의 덕트(flue gas duct)가 들어가는

구멍(hole)이 Y방향, 연돌 입구(entrance)가 X항향, 연돌

의 옥상부가 Z항향으로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와 철근

의 합(interaction)은 기 와 연돌 본체의 콘크리트 요

소들의 경우 Tie를 사용하 고, 연돌 기 의 콘크리

트와 철근요소의 경우는 Embedded Region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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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structure modeling for analysis

2.3 재료 

연돌의구조모델링에 사용된 콘크리트와철근의 재료

인 특성을 각각 Table 1. 과 Table 2. 에 표기하 다.

Young’s Modulus (MPa) 28,577

Poisson’s Ratio 0.2

Mass (
) 2.3

Compressive Strength (MPa) 30

Tensile Strength(MPa) 0.6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concrete

Young’s Modulus (MPa) 200,000

Poisson’s Ratio 0.3

Mass (
) 7.7

Yield Stress (MPa) 400

Ultimate Stress(MPa) 560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steel

구조모델링에 사용된 콘크리트 비탄성 역 물성치를

압축거동과 인장거동은 Fig 3. 에서, 철근의 비탄성 역

물성치는 Fig 4. 에 나타냈다.

(a) Compression behavior 

(b) Tensile behavior 

Fig. 3. Concrete damaged plasticity model

Fig. 4. Constitutive model for steel material

2.4 지진  

2.4.1 지진  

선형지진응답을 수행할 때 주 수 성분의 진폭을 조

정해 추계학 으로 작성한 인공 지진 를 ASCE 

43-05(ASCE, 2005)에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기록된 지진 를 사용할 경우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에

좀 더 합한 해석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통계학

인 의미를가지는 응답 분포를얻으려고할 때는 30개의

인공 지진 를 권장하고 있으나 ASCE 4-98(ASCE, 

2000)에서는 3개 이상의 지진 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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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동 비선형 해석을 해

총 16개의 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진 로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 에 해석에 사용된 지진 정보를

나타냈다. 

여기서 PGA(Peak Ground Acceleration)는 실 가속도

값을 력가속도 값(9.81m/s2)으로 나 값을 의미하고, 

규모(Mag.)는 리히터 규모를 의미한다.

Events Station Mag.
Epicentral 

D.(km)
PGA(g)

Parkfield
Cholame-

Shand on Array #5
6.19 9.6 0.1381

San

Fernando

Pacoima 

dam
6.61 0 1.2259

Imperial

Valley

Aeropuerto

Mexicali
6.53 0 0.3267

Imperial

Valley

Elcentro

Array #10
6.53 6.2 0.1053

Imperial

Valley

Elcentro

Array #4
6.53 4.9 0.2478

Nahanni

Canada
Site 2 6.76 0 0.489

Nahanni

Canada
Site 3 6.76 4.9 0.1404

N. Palm 

Springs

North Palm

Springs
6.06 0 0.5941

Loma 

Prieta

Gilroy

Array #1
6.93 8.8 0.2088

Chi-Chi

Taiwan
TCU076 7.62 2.8 0.3029

Friuli

Italy
Barcis 6.5 49.1 0.0289

Imperial

Valley

El Centro

Array #12
6.53 17.9 0.0658

Imperial

Valley

El Centro

Array #13
6.53 22 0.0456

Imperial

Valley

El Centro

Array #3
6.53 10.8 0.1267

Imperial

Valley

El Centro

Array #1
6.53 21.7 0.0564

Imperial

Valley

El Centro

Array #11
6.53 12.4 0.1403

Table 3. Information list of natural earthquake waves 

2.4.2 고  푸리에 변환(FFT)

선정된 지진 의 주 수를 분석하기 하여 고속 푸

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s, 이하 FFT)를

수행하 다. FFT는 푸리에 변환을 빠르게 산출하기

한 알고리즘으로서, 주 수 역의 알고리즘과 시간

역의 알고리즘으로 나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선 주 수

역의 알고리즘으로 지진 를 분석하여 어느 진동수

(Hz)에서 우세한 지진인지 분석하고자 하 다.

고속 푸리에 변환한 푸리에 스펙트럼은 Fig 5. 과 같

이 나타났고, 체 으로 장주기 성분인 0에서 5Hz사이

의 진동 수가 우수한 지진으로 분석되었다.

Fig. 5. Fourier transform spectra

3. 한  해 결과

3.1 고  해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을 사용한 시간이력지진해석

에 앞서 연돌 구조물에 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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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연돌 구조물의 동 인 외력에

한 고유형상을 평가하고자 하 다.

ABAQUS에서 Lanczos방법을 사용해서 고유치를 5

차까지 수행하 다. 각 모드에 한 고유치와 고유진동

수는 Table 4. 와 같고, 모드 형상은 Fig 6. 과 같이해석

되었다. 일반 으로 연돌과 같은 캔틸 버 구조물의 경

우 차수의 모드 기여도가 높고, 차수가 낮을수록 모드

기여도가 낮다. 따라서 연돌의 동 특성은 Mode1과

Mode2가 주된 모드라고 단하 다.

Mode

No.

Eigen

value

Natural frequency

(cycle/sec)

1 6.7545 0.41364

2 8.4096 0.46154

3 124.84 1.7782

4 145.91 1.9225

5 876.58 4.7121

Table 4. Eigen value and natural frequency of each 

mode

Fig. 6. Feature by each mode

3.2 지진해   결과

본연구 상 연돌 구조물에 해 3D 동 비선형해석

을 수행하 다. 연돌에 하 은 자 지진하 으로 구

성되었고 지진하 은 상 으로 약축인 연돌의 덕트가

들어가는 구멍의 방향인 Y방향에 따라 지진하 을 용

했다. Table 3. 에서 선정된 지진 16개와 0.1G부터

0.1G씩 증가하여 1.0G까지 10개의 PGA에 0.22G와

0.315G를 추가하 다. 따라서 총 16개의 지진 에 각

지진 당 총 12개의 PGA를 용하여 총 192회의 동

해석을 수행하 다.

3.2.1 콘크리트 (concrete failure) 특

콘크리트 압축 괴(concrete compression failure)의

경우 콘크리트 재료에 해당하는 트의 체 노드(node)

에서 Min Principal. 값의 시간별 최솟값을 선택하여 나

타냈다. 이를통해각 노드의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재료

의 압축응력(compression stress)의 최댓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Park field에서 발생한 지진이 평균 으로 낮

은 압축응력 값을 보여주었고, Chi-Chi Taiwan에서 발

생한 지진이 상 으로 높은 압축응력 값을 보여주었

다. Park field의 경우 0.1G부터 0.3G까지는 압축응력이

한계상태(16.575MPa)[8]를 넘기지 않고 소성변형도 발

생하지 않았으나 0.3G부터 1.0G까지는 항복상태를 과

한 응력이 발생하 다. Chi-Chi Taiwan의 경우 0.1G부

터 항복상태를 과한 응력이 발생하 다. 이는 연돌구

조물의 고유치 해석결과 주된 모드가 부분 장주기 성

분이기 때문에 용지진 를 FFT한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Parkfield보다 장주기 성분이 많은 Chi-Chi Taiwan 

지진 에서 쉽게항복상태에 도달하게되는 것으로 분석

하 다. Fig 7.와 Fig 8.에서 각각 Park field와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의 12개의 PGA 값에서 나타

나는 압축응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7. ParkField Time-Max Compression Stress Graph 

(12 PGA)

Fig. 8. Chi-Chi Taiwan Time-Max Compression Stress 

Graph(12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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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인장 괴(concrete tension failure)의 경우

모든 지진 와 PGA에 상 없이 거의 유사한 괴양상

을 보여주었다. 평균 1.36MPa의 인장응력(tensile stress)

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콘크리트 재료 인장한계 1.35MPa

를 상회하는값으로 부분의 지진에서 콘크리트의인장

변형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Fig 9.와 Fig 10.에서 각각

Park field와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의 12개

의 PGA 값에서 나타나는 응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9. Parkfield Time-Max Tension Stress Graph(12 

PGA)

Fig. 10. Chi-Chi Taiwan Time-Max Tension Stress 

Graph(12 PGA)  

3.2.2 철근 항복(Steel failure) 특

철근 인장 괴(steel tension failure)의 경우 철근 재

료에 해당하는 트의 체 노드(node)에서 Max 

In-Principal 값의 시간별 최댓값을 선택하여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각노드의 시간에 따른 철근 재료의 인장응력

(tensile stress)의 최댓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지진 별로는 상이하나, PGA에서는 거

의 유사한 인장응력을 보여주었다. 그 Friuli Italy에

서 발생한 지진이 평균 으로 낮은 인장응력 값을 보여

주었고, Chi-Chi Taiwan에서 발생한 지진이 상 으로

높은 인장응력 값을 보여주었다. 부분의 지진 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철근 인장 항복응력(yield stress)

인 400MPa를넘어섰는데 Friuli Italy에서는 평균 으로

414MPa의 인장강도를 보여주었고, Chi-Chi Taiwan에

서는 503MPa의 인장강도를 보여주었다. 모든 지진에서

항복응력(400MPa)를 과하 으나 극한응력(560MPa)

를 넘기진 못하 기에 철근 재료의 괴는 일어나지 않

았다고 단할 수 있다. Fig 11. 와 Fig 12. 에서 각각

Friuli와 Chi-Chi Taiwan의 12개의 PGA 값에서 나타나

는 응력 변화를 나타냈다.

Fig. 11. Friuli Italy_Barcis Time-Max Tension Stress 

Graph(12 PGA)

Fig. 12. Chi-Chi Taiwan_TCU076 Time-Max Tension 

Stress Graph(12 PGA)

3.2.3 최대상대변

시간이력해석법에서 최 상 변 를 측정하기 해

최하 층의 노드와 최상 층의 모드의 상 변 를 측

정하 다. 그 결과 총 16개의 지진 에서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에서 발생한 지진 들이 가장

큰 변 를 보 으며, N. Palm Springs에서 가장 작은 변

를 보 다.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의 지진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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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G는 최 상 변 가 한계상태(264 mm, 높이의

1/750)를 넘기지 않았으나 0.2G부터 1.0G까지는 한계상

태를 과한 변 가 발생하 다. N. Palm Springs의 지

진 의 경우는 0.1G부터 0.8G까지 최 상 변 가 한계

상태를 넘기지 않았으나 0.9G부터 1.0G까지는 한계상태

를 과한 변 가 발생하 다. 이는 연돌 구조물의 고유

치 해석결과 주된 모드가 부분 장주기 성분이기 때문

에 용지진 를 FFT한결과에서알 수 있듯이 N. Palm 

Spring보다 장주기 성분이 많은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 지진 에서 쉽게 항복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 다. Fig 13. 와 Fig 14. 에서 각각

Imperial Valley와 N. Palm Springs에서 12개의 PGA값

에서 나타나는 변 값을 나타냈다. 

Fig. 13. Event in Imperial Valley_Elcentro Array#10 

Time-displacement Graph(12 PGA)

Fig. 14. Event in N. Palm Springs Time-displacement 

Graph(12 PGA) 

4. 취약도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PGA에 따른 콘크리트 괴확

률을 산정하 다. 최 압축 응력이 허용응력을 과하

는 상태를 괴상태로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 콘크리

트의 압축한계 16.575MPa를 괴상태로 가정하 으며

[8], 상 변 의 경우 연돌 높이의 1/750인 264mm를

괴상태로 가정하 다[9,10]. 괴확률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기 으로 자연로그데이터를 토 로 취약도곡선

을 산출하 다[11]. 

Fig 15. 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취약도 곡선을 나타

내고 있다. 콘크리트강도의 경우 PGA값이 0.3G인 경우

에서 괴확률이 약 63%, 90%이상의 괴확률은 약

PGA 0.6G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진구역 구분 지역계수가0.22G임[12]을

고려할 때 한계상태에 도달한 비율은 약 25%으로 나타

났다.

Fig 16. 는 연돌의상 변 에 한 취약도 곡선을 나

타내고있다. 상 변 의 경우 PGA값이 0.5G인 경우

괴확률이 약 56%, 90%이상의 괴확률은약 PGA 90%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22G에서 한계

상태에 도달한 비율은 13%로 상 변 에 있어서 비교

안 하다고 단할 수 있다.

Fig. 15. Fragility Curve for Chimney Compression

Fig. 16. Fragility Curve for Chimney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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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을 고려한 연돌 구조물의 내진안

도 평가를 한 3차원 비선형해석을 수행하 다. 연돌

구조물 도면과 동일하게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지진하

은 총 16개의 인공지진 를 사용하 고, 각 인공 지진

별로 PGA를 12개로 구분하여 총 192회 해석을 수행

하 다.

해석결과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연돌 구조물의 상

변 의 경우 용한 지진 별로 PGA값이 증가함에 따

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지진 별로 상이하

다. 이는 연돌의 고유치해석결과와 유사한 장주기 성

분이많은 지진 에서는 취약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

었다.

해석결과를바탕으로 연돌 구조물에 한지진취약도

를 분석하 다. 취약도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진구역 구

분 지역계수가 0.22G임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한계상태에 도달한 비율은 약 25%, 상 변 가

한계상태에 도달한 비율은 13%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상 변 에 의해 붕괴할 확률보다 콘크리트 압축 괴에

의한 붕괴 확률이 더 높다고 단할 수 있다. 이는 안

하지 않다고 단할 수 있으나 연돌의 동 특성과 유사

한 장주기 성분에 해 면진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지진

에 해 더 안 할 것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이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화력발 소 연돌의

지진에 한 취약도 곡선은 지진이 발생하 을 때 구조

물의 한계상태를 별하는 정량 근거로 활용할 수 있

으며 화력발 소 연돌의 지진에 한 안 설계 시 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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