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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nuclear power plant, NPP)의 확률론적 지진 안정성 평

가(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에 대한 지진 위험을 정

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등재해도 스펙트럼(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UHRS)이 사용되고 있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전체 진동수 범

위에서 각각의 스펙트럼 가속도가 모두 동일한 초과확률을 가진다. 그러나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가속도는 개별 진동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

려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전체 진동수 범위에서 동시에 등

재해도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가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

다. 따라서 단일 사건에 대한 구조물의 지진 분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등재해

도 스펙트럼 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된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적용하는 것은 

지진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이와 같은 UHRS를 적용한 원전구조물의 

SPRA는 기존에 다양한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다[1-7].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보수적인 평가를 대체하기 위해 Baker(2011)에

[8] 의해 조건부평균 스펙트럼(conditional mean spectrum,CMS)이 제시

되었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진동수 사이에서 스펙트럼가속

도의 정규화된 대수적 편차(logarithmic deviation)를 나타내는 입실론

(epsil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생성되며, 특정 제어 진동수(control 

frequency)에서 등재해도 스펙트럼과 동일한 스펙트럼 가속도를 갖는다. 

또한, 입실론은 지진 발생의 특정 조건에 근거하여 예측된 평균 스펙트럼 가

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가정된 지진 시나리

오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등재해도 스펙트럼보

다 더 사실적인 스펙트럼 형태를 나타내며, 진동수가 제어 진동수에서 멀어 

질수록 등재해도 스펙트럼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 지진 안정성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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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의 적용 사례는 문헌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

된다[9]. 그러나 일반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을 다수 발견

할 수 있으며 이미 설계기준에도 도입된 바 있다[10-14].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 지진 

안정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제어 진동수 및 지진 시

나리오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8]. 따라서 지진취약도에 대한 서로 다른 제

어 진동수가 영향을 미치며, 지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단일한 지배적 시

나리오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 확률론적 지진 취약도 분석에 다양한 시나

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등재해도 스

펙트럼에 상응하는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원전 격납 구조물의 진동수 특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어 진동수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조건부평

균 스펙트럼은 단일 지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복수의 지진시

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해 각각에 해당되는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산출하

고 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지진취약도 분석에 반영하였다. 응답스펙트

럼에 기초한 지진 취약도 평가는 EPRI TR-103959의 절차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지진 취약도 곡선과 HCLPF 성능을 등재해도 스펙트럼과 조

건부 스펙트럼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단일 지진 시나리

오 적용시와 다중 지진 시나리오 적용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격납구조물의 모델

이 연구에서는 Fig. 1(a)와 같이 APR 1400[15]의 격납구조물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해석모델은 Fig. 1(b)와 같이 총 13개의 Beam-Stick 요소로 

구성하였다. 고유 진동수는 1차 모드와 2차 모드에서 각각 4.10 Hz와 12.25 

Hz이며, 이에 대한 모드 형상은 각각 Fig. 1(c)와 Fig. 1(d)에 나타내었다. 1

차 모드와 2차 모드에서의 질량참여율은 90%를 초과한다. 대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질량참여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응답스펙트럼 작성

3.1 등재해도 스펙트럼

등재해도 스펙트럼 작성은 조건부 스펙트럼 작성의 선행단계가 된다. 등

재해도 스펙트럼은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고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NRC RG 1.208에 따라[16] 1.0E-04의 연평균 초과확률에 대해서 산정하

였다 (KAERI, 2012). 지반운동 예측식은 국내의 중약진 지역을 대상으로 

Atkinson and Boore (2006)[17]의 지반운동 예측식(ground motion pre-

diction equation)을 적용하여  ms에 해당하는 지반의 등재해

도 스펙트럼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은 깊이 30 m 까지에서의 평균 전단

파 속도를 의미한다. APR 1400에 나타나 있는 등재해도 스펙트럼과 공인 

내진 응답 스펙트럼(certified seismic design response spectrum, CSDRS)

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20~50 Hz를 제외한 대부분

의 진동수에서 NRC RG 1.60에 기초한 APR 1400의 CSDRS보다 훨씬 낮

게 나타난다. 

3.2 지진재해도 분해 및 주요 지진 시나리오 선정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의 제어 진동수는 구조물의 1차 및 2차 모드 고유진

동수를 선정하였으며 비선형 거동으로 인한 강성 감소를 고려하여 1차 모

(a) Section (b) Beam-Stick model

(c) first mode (d) second mode

Fig. 1. Containment structure and mode shapes

Table 1. Modal frequency and mass participation factor 

Mode
Natural frequency

(Cycle/sec)

Modal mass participation factor for 

translational degree of freedom

Mass (%) Sum (%)

1 4.10 71.37 71.37

2 12.25 20.11 91.48

3 23.69 2.18 93.66

4 24.71 2.42 96.09

5 34.96 1.78 97.87

6 43.18 0.66 98.53

7 46.03 0.26 98.79

Fig. 2. UHRS and CSDRS for the example NPP



다중 지진 시나리오를 고려한 원전 격납구조물의 조건부평균 스펙트럼 기반 지진취약도 평가

303

드 진동수의 2/3배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2/3배는 비탄성 에너지 흡

수계수 산정에 사용되는 유효 진동수와 탄성 진동수의 비가 약 1/2이나 적

용 지진 재해도의 대한 평균적 응답의 크기가 극한 변형 대비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좀 더 큰 값으로 가정하였다. 선정된 제어 진동수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의 지진재해도 분해(deaggregation)을 수행한 결과는 Fig. 3에 나

타내었다.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 진앙 거리는 0~20 km의 범위에 규모는 

6.2~6.4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3에서와 같이 단

일 시나리오가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편차는 있으나 일정 범위

의 특성치를 갖는 시나리오가 모두 상당한 기여도를 갖고 있으므로 복수의 

주요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다중 시나리오에 의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

각각의 제어진동수에 대하여 지진재해도 분해 결과에 따라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Fig. 3에서 최소 1% 이상의 기여도를 갖는 14~15개의 시나리

오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1차 모드 고유 진동수를 제어 진동수로 적용한 

조건부 스펙트럼과 중앙값, 2.5 및 97.5% 백분위 수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과 함께 무작위성에 의한 각 진동수별 스펙트럼 가속도의 확률분포에 따른 

30개의 모의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30개의 모의 스펙트럼은 지

진취약도 분석 시 스펙트럼 형상의 변동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18].

제어진동수  에 대하여 각각의 지진시나리오에 대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의 지진 시나리오 기여도를 고

려하여 가중 평균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과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 시나리

오(M6.2~6.4, R=0~20 km)에 해당되는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함께 나

타내었다.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 시나리오에 비하여 가중평균 스펙트럼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표 시나리오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현

저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도가 가장 높은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10 

Hz보다 높은 고진동수 영역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등재해도 스펙트럼 보다 

높은 스펙트럼 가속도를 가진다. 

각 시나리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Fig. 5의 조건부평균 스펙트럼 

가운데 진앙거리의 범위는 0~20 km로 동일하고 규모의 범위가 다른 세 가

지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것을 발췌하여 Fig. 6에 도시하였으며, 규모는 

6.4~6.6으로 동일하고 진앙거리의 범위가 상이한 것을 발췌하여 Fig. 7에 

도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Fig. 5의 대표 시나리오 CMS도 함께 도시하였다. 

각각의 범례에서 괄호안의 숫자는 지진재해도 분해에서 얻어진 시나리오

별 기여도를 나타낸다. Fig. 6에서 규모의 차이는 2 Hz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진동수 영역에서 스펙트럼가속도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Fig. 

7에서 진앙거리의 차이는 10 Hz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진동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가속도의 차이를 크게 유발한다. 함께 도시한 최대 기여도의 대표 

시나리오가 13.6%의 기여도를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Fig. 6 및 Fig. 7의 시

(a)   (b)   (c)  

Fig. 3. Deaggregation of UHRS at each control frequency

Fig. 4. Conditional spectru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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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는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표 시나리오 이외의 시나리오에 대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이 

Fig. 5에 도시한 가중평균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의 수준을 단일 대표 시나리

오에 대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보다 상당 폭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하에서 단일시나리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single-scenario conditional 

meam spectrum, SCMS)과 다중시나리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multi- 

scenario conditional mean spectrum, MCMS)은 각각 지진재해분해에

서 가장 큰 기여도를 갖는 시나리오에 의해 생성된 조건부평균 스펙트럼과 

시나리오의 기여도에 기반하여 가중평균된 스펙트럼으로 정의한다. 제어

진동수가 ,  , 인 단일 시나리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single- 

scenario conditional meam spectrum, SCMS)을 SCMS1, SCMS2, 

SCMS3으로, 다중시나리오 조건부평균 스펙트럼(multi-scenario condi-

tional mean spectrum, MCMS)은 각각 MCMS1, MCMS2, MCMS3으

로 표기한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제어 진동수에 대한 SCMS와 MCMS를 

각각 Fig. 8 및 Fig. 9에 도시하였다. Fig. 8에서의 SCMS는 대표 시나리오

가 M6.2~6.4, R=0~20 km로서 모두 동일하다. 동일 MCMS의 수준이 

SCMS보다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UHRS, SCMS 및 MCMS를 기반으로 산정된 격납 구조물의 밑면전단

력과 전도모멘트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SCMS와 MCMS는 UHRS에 

비하여 밑면전단력이 각각 13.0% 및 23.9%까지 감소하며, 전도모멘트도 

Fig. 6. CMS for different magnitude bins and R = 0~20 km (  ) 

Fig. 7. CMS for different distance bins and M = 6.4~6.6 km (  ) 

Fig. 8. SCMS for different control frequencies

Fig. 9. MCMS for different control frequencies

Table 2. Base shear forces and overturning moments

Spectrum Base shear (kN) Overturning moment (kN-m)

UHRS 85,434 3.82 × 106

SCMS1
74,303

(-13.0%)

3.28 × 106

(-14.1%)

SCMS2
84,021

(-1.7%)

3.73 × 106

(-2.4%)

SCMS3
78,081

(-8.6%)

3.44 × 106

(-10%)

MCMS1
65,027

(-23.9%)

2.91 × 106

(-23.8%)

MCMS2
76,919

(-10%)

3.47 × 106

(-9.2%)

MCMS3
68,228

(-20.1%)

2.93 × 10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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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구조물의 강성 감소를 고려한  를 제어

진동수로 선택한 경우에 1차모드 주기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UHRS 대비 

크게 감소하여 1차모드가 지배하는 대상 구조물의 특성상 가장 큰 응답감

소를 타나낸다.

4. 지진취약도 분석

4.1 지진취약도 분석절차

격납구조물의 지진 취약도 분석은 응답스펙트럼 해석에 기초한 TR- 

103959[19]의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 절차에서는 대상 구조물의 내

진성능을 구조물이 한계상태에 도달하는 5% 감쇠비 스펙트럼가속도로 환

산하여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 구조물의 중앙값 스펙트럼가속도 

성능은 식 (1)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비탄성 에너지 흡수량에 의한 구조물

의 내진성능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1)

여기서 강도계수( )는 구조물이 탄성한계에 도달하는 스펙트럼 가속도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 지진의 보정계수의 중앙값을 나타내며, 는 비탄성 

에너지흡수 계수, 는 선형 탄성 지진 요구량을 나타낸다. 강도계수와 비

탄성 에너지흡수 계수는 각각 식 (2) 및 식 (4)와 같다. 

 



∆






(2)

여기서 

는 기준 지진에 대한 탄성 요구성능, ∆


는 지진 하중에 의한 구

조물의 성능의 감소분, 는 구조물 성능의 중앙값, 


는 지진하중외의 요

구성능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내부 압력과 수직 지반운동은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에 


와 ∆

는 0으로 가정하였다.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는 유효진동수/유효감쇠 (effective frequency/ 

effective dam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연성계수()를 구함

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4]. 연성계수()는 식 (3)에 나타내었다.






 
(3)

여기서   각 층의 중량을 나타내며, 
   각 층에서의 중앙값 최대 변위, 

는 가장 취약한 층에서 항복에 도달할 때의 각 층에서의 중앙값 변위를 나타

낸다.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 산정을 위한 격납 구조물의 중앙값 하중-변형 

관계는 접선 전단강도와 변형각(drift)의 관계로 나타내며 한계상태를 나타

내는 중앙값 최대변형각(극한변형)은 0.0075를 사용하였다. 중앙값 응력-

변형률 관계는 Fig. 10과 같다. 격납 구조물의 극한강도는 Ogaki 등[20]이 

제안한 원통형 콘크리트 벽체의 접선전단강도를 사용하였다. 항복강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Bessel Code[21]의 프리스트레스 격납 구조

물 강도에서 콘크리트 부분의 강도를 사용하였다[4]. 유효고유진동수/유효

감쇠비 방법을 사용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는 할선진동수와 탄성진동수의 비, 는 유효진동수와 탄성

진동수의 비, 는 탄성진동수 및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가속도, 

 는 유효진동수와 유효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가속도를 나타낸다. 

다양한 스펙트럼 별로 식 (1)의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를 산정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모든 제어 진동수에서 UHRS와 비교했을 조건부평균 스펙

트럼에 따른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어 진동수

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대체로 UHRS보다 낮아지는 조건부평균 스

펙트럼 형상으로 인하여 밑면 전단력이 감소하고 강도계수가 증가하기 때문

이다. 또한 Fig. 8과 Fig. 9의 비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SCMS의 중앙값 스

펙트럼 가속도 보다 MCMS의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4.2 대수표준편차 산정

식 (1)로 표현되는 대상 구조물의 내진성능지표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

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내진성능지표는 과 가 모두 지진요구(seismic 

demand)와 지진역량(seismic capacity)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무작위

Fig 10. Median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11. Median spectral acceler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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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randomness)과 불확실성(uncertainty)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한 표준

편차를 산정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고 고신뢰도 저파손확률(high 

confidence of low probability of failure, HCLPF) 역량을 산정한다.

이 절에서는 원전 격납 구조물에 대해 지진 요구 및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매개변수의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수표준편차를 평가한다. 

SCMS와 MCMS에 대한 요구와 역량 매개변수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Tables 3~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은 지진입력과 응답의 무작위성, 

는 지진입력과 구조물에 내재된 인식론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스펙트럼가

속도 성능지표의 대수표준편차를 의미한다. Table 3과 Table 4에서 Earth-

quake response spectrum 항목의 은 실지진파 스펙트럼형상의 무작위

성에 따른 의 대수표준편차이다. UHRS에는 TR-103959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값인 0.2를 적용하였고 SCMS의 경우에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건부 스펙트럼의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MCMS는 개별 

시나리오의 CMS에 대해서 SCMS와 동일한 방법으로 84.1 백분위수의 스

펙트럼 값을 시나리오별 기여도에 기반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전체 시나리

오에 대한 84.1 백분위수 스펙트럼으로 보고 가중평균 중앙값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대수표준편차를 산정하였다. UHRS에 대한 Earthquake res-

ponse spectrum에서 은 기준값인 0.2에 기반하여 계산되지만 MCMS

에 대한 은 14~15개의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 분석에 의해

서 결정되며 시나리오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산정결과 

Earthquake response spectrum에 대한 SCMS와 MCMS의 은 거의 유

사하나 UHRS의 권장치 0.2와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Vertical compo-

nent response와 Earthquake component contribution 항에 대한 값은 

수직지진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지진 역량과 관련하여 

Model 항목의 과는 각각 식 (5), 식 (6)에 의해서 산정되며 비탄성 변

형의 증가에 따라 비탄성응답과 탄성모델에 응답의 편차가 커지게 됨을 나

타낸다. 

    (5)

    (6)

여기서 는 보통 0.05에서 0.2 사이의 값을 사용하며[18], 이 연구에서는 

0.1을 적용하였다. 

Table 3. SCMS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s for demand parameters

Demand parameter



UHRS SCMS1 SCMS2 SCMS3

Parameter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shape 0.2 - 0.20 - 0.28 - 0.13 - 0.39 -

Horizontal direction peak response 0.12 - 0.10 - 0.10 - 0.10 - 0.10 -

Damping - 0.05 - 0.11 - 0.11 - 0.11 - 0.11

Frequency - 0.05 - 0.11 - 0.14 - 0.19 - 0.17

Mode shape - 0.15 - 0.15 - 0.15 - 0.15 - 0.15

Torsion coupling - 0.05 - 0.05 - 0.05 - 0.05 - 0.05

Mode combination 0.10 - 0.10 - 0.10 - 0.10 - 0.10 -

Time history - 0.05 - 0.05 - 0.05 - 0.05 - 0.05

Ground motion incoherence - 0.05 - 0.05 - 0.05 - 0.05 - 0.05

SSI analysis - 0.05 - 0.05 - 0.05 - 0.05 - 0.05

Combined (SRSS) - - 0.25 0.24 0.32 0.25 0.19 0.28 0.42 0.27

Table 4. MCMS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s for demand parameters

Demand parameter



MCMS1 MCMS2 MCMS3

Parameter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shape 0.2 - 0.29 - 0.13 - 0.40 -

Horizontal direction peak response 0.12 - 0.10 - 0.10 - 0.10 -

Damping - 0.05 - 0.11 - 0.11 - 0.11

Frequency - 0.05 - 0.09 - 0.14 - 0.08

Mode shape - 0.15 - 0.15 - 0.15 - 0.15

Torsion coupling - 0.05 - 0.05 - 0.05 - 0.05

Mode combination 0.10 - 0.10 - 0.10 - 0.10 -

Time history - 0.05 - 0.05 - 0.05 - 0.05

Ground motion incoherence - 0.05 - 0.05 - 0.05 - 0.05

SSI analysis - 0.05 - 0.05 - 0.05 - 0.05

Combined (SRSS) - - 0.33 0.23 0.19 0.25 0.4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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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과 Table 4의 지진요구 매개변수 중에서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shape은 SCMS2 및 MCMS2의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SCMS2 및 MCMS2는 각각 Frequency 

및 Mode shape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Table 5와 

Table 6의 지진역량 매개변수별 대수표준편차는 각각 다른 스펙트럼 간의 

값 차이가 크게 나타지 않지만 Table 3과 Table 4에서 요구 매개변수별 대수

표준편차는 항목에 따라서 스펙트럼간의 값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결과적으

로 각 표의 마지막 항에 제시된 결합 대수표준편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SCMS와 MCMS의 조합된 대수표준편차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각각

의 스펙트럼에서 무작위성을 나타내는 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는 다

중 시나리오 고려 여부에 따른 값 차이가 전체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3 지진 취약도 분석 결과

UHRS와 SCMS, MCMS 1~3의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와 HCLPF 성

능값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HCLPF 성능은 95% 신뢰도 수준에서 5%

의 파괴확률을 의미하며, 식 (7)에 의해 결정된다. 

 
∙

 






(7)

모든 스펙트럼의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와 HCLPF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제어 진동수에서 동일 제어 진동수를 사용하여 Table 7에

Table 5. SCMS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s for capacity parameters

Capacity parameter



UHRS SCMS1 SCMS2 SCMS3

Parameter          

Concrete compressive stress (including aging) -
0.06

(0.10)
- 0.01 - 0.01 - 0.01 - 0.01

Steel reinforcement - 0.10 - 0.07 - 0.08 - 0.07 - 0.07

Shear equation - 0.20 - 0.09 - 0.10 - 0.09 - 0.09

Flexure equation - 0.15 - - - - - - - -

Model Eq. (5) Eq. (6) 0.04 0.16 0.04 0.14 0.05 0.19 0.05 0.18

Drift 0.15 0.30 0.08 0.15 0.08 0.15 0.08 0.15 0.07 0.15

Combined (SRSS) - - 0.09 0.25 0.09 0.24 0.09 0.27 0.08 0.26

Table 6. MCMS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s for capacity parameters

Capacity parameter



MCMS1 MCMS2 MCMS3

Parameter        

Concrete compressive stress (including aging) -
0.06

(0.10)
- 0.01 - 0.02 - 0.01

Steel reinforcement - 0.10 - 0.07 - 0.07 - 0.07

Shear equation - 0.20 - 0.09 - 0.09 - 0.09

Flexure equation - 0.15 - - - - - -

Model Eq. (5) Eq. (6) 0.04 0.15 0.05 0.21 0.05 0.20

Drift 0.15 0.30 0.08 0.14 0.08 0.16 0.08 0.15

Combined (SRSS) - - 0.09 0.25 0.09 0.29 0.09 0.28

(a)  (b)  (c) + 

Fig. 12. Combined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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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하였다. 이 표에서 스펙트럼가속도 성능은 제어진동수에서의 값이

기 때문에 제어진동수가 달라지면 스펙트럼가속도 성능 사이의 단순 비교

는 중요하지 않고 UHRS 대비 증가율이 중요하다. MCMS 중 MCMS3

( )의 경우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UHRS 대비 증가율 또한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MCMS3(  )의 경우가 대수표준편차의 값도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HCLPF성능의 증가율은 UHRS 대비 9%로 낮아

지고 MCMS2( )가 UHRS대비 35%의 증가율로 가장 높게 나타난

다. 이는 구조물의 기존 진동수에서 스펙트럼 형상의 무작위성이 0이므로 

대수표준편차가 가장 낮기 계산되기 때문이다. SCMS의 경우 MCMS와 

비교하였을 때 중앙값 스펙트럼 가속도 값이 낮게 나타지만 그에 대한 대수

표준편차는 MCMS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HCLPF 성능이 MCMS보

다 낮아진다. 또한 SCMS2(  )의 경우에만 UHRS보다 높게 나타난

다. 따라서 조건부 스펙트럼에 기초하여 지진취약도 평가 시 적정 제어진동

수는 구조물의 탁월 진동수를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가장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단일 시나리오 보다는 다중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중앙값의 보

수적 평가를 완화할 수 있다. 

UHRS와 각각의 CMS의 취약도 곡선을 비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

다. 전반적으로 조건부 스펙트럼을 적용하는 경우 파괴확률이 낮아지고 

SCMS보다 MCMS가 더 낮은 지진취약도 곡선을 나타낸다. 그러나 SCMS1

과 3의 경우 대수표준편차의 증가로 인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HCLPF 

성능이 위치한 낮은 스펙트럼가속도 영역에서 지진취약도 곡선이 UHRS

에 의한 것과 겹치거나 교차하여 더 높은 파괴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진

성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수표준편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탁월주기 중심의 제어진동수 선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원전 격납구조물의 SPRA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UHRS 대신 지진재해도 분해를 통하여 선정된 시나리오에 기초한 조건부

평균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단일 최대기여 시나리오에 기초한 SCMS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도를 갖는 다중시나리오에 기초한 MCMS를 도출하

여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UHRS에 의한 평가결과와 중

앙값 및 HCLPF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은 제어진동수를 제외한 영역에서 대체로 UHRS

보다 낮아지며, SCMS보다 MCMS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시나리오가 지배적이지 않는 한 합리적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해서 다중 지진 시나리오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에 대한 탄성응답스펙트럼을 수행함으로써 UHRS

에 비하여 밑면전단력이 2~24% 감소하며, 탁월진동수를 제어 진동수로 

Table 7. Median and HCLPF spectral acceleration capacities

Control frequency,       

 (g) 0.242 0.342 0.514

Median

 (g)

UHRS (A) 4.52 6.39 9.61

MCMS (B) 5.82 8.49 14.24

SCMS (C) 4.92 7.24 11.47

Rate
{(B)-(A)}/(A)×100 (%) 29 33 48

{(C)-(A)}/(A)×100 (%) 9 13 19

HCLPF50

 (g)

UHRS (D) 1.67 2.36 3.54

MCMS (E) 1.92 3.19 3.88

SCMS (F) 1.60 2.69 3.06

Rate
{(E)-(D)}/D)×100 (%) 15 35 9

{(F)-(D)}/D)×100 (%) -4 14 -14

(a)   (b)   (c)  

Fig. 13. Fragility curve for differnent respons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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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경우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얻는다. 

3)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적용함으로써 중앙값 스펙트럼가속도 성능은 

UHRS 대비 9~48% 증가한다. 이는 응답스펙트럼의 감소에 의한 것으

로서 다중시나리오를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가 나타

난다.

4) 조건부평균 스펙트럼을 적용함으로써 스펙트럼가속도의 HCLPF 성능

은 UHRS 대비 –14~35% 증가한다. 증가율이 중앙값 성능보다 감소하

는 것은 스펙트럼 형상 항목의 대수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영

향요인이다. 이 대수표준편차는 탁월진동수를 제어진동수로 선정시 가

장 낮아지고 HCLPF 성능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5) 진동주기별 스펙트럼가속도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나타내지만 지진 

시나리오 및 제어진동수 선정에 있어서 자유도를 갖는 조건부평균 응답

스펙트럼을 지진취약도 평가에 적용 시 지진재해도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지진응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모드를 제어진동

수로 선정하는 경우에 확률론적 불확실성을 저감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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