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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s(NPP)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to ensure safety against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in all processes including site selection, site survey,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a series of efforts conducted i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to as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and other natural hazard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atus of the earthquake, fault,

and slope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s is introduced. A earthquake observatory network for

the NPP sites has been built up for nuclear safety and providing adequate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NPP sites by

monitoring seismicity in and around NPPs since 1999. The 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composed of a

strainmeter, seismometer, creepmeter, Global Positioning System, and groundwater meter, was installed to assess the

safety of the Wolsung Nuclear Power Plant against earthquakes by monitoring the short- and long-term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Eupcheon fault. Through the analysis of measured data, it was verified that the Eupcheon fault

is a relatively stable fault that is not affected by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ult monitoring system could be very useful for seismic safety analysis

and earthquake prediction study on the fault. K-SLOPE System for systematic slope monitoring was successfully

developed for monitoring of the slope at nuclear power plants. Several kinds of monitoring devices including an

inclinometer, tiltmeter, tension-wire, and precipitation gauge were installed on the NPP slope. A macro deformation

analysis using terrestrial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was performed for overall slope deformation evaluation.

Key words : site monitoring system, seismic observatory, fault monitoring system, slope monitoring system, nuclear

power plant site

원자력발전소는 부지선정, 부지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지질조사, 단층 및 지진 특성 분석, 탄

성파 탐사, 시추조사, 지반특성 분석 등 모든 가능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

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다. 본 단보에서는 한국수력

원자력(주)에서 자연재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진관측시스템,

단층감시시스템, 사면감시시스템 등 일련의 부지감시시스템의 현황 및 주요 관측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에는 발전소의 구조물 및 자유장에 여러 대의 가속도계와 지진 트리거로 구성된 지진감시계통을

구성하여 내진설계의 적절성 평가, 지진으로 인한 운전기준 초과 판정, 지진 신속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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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층과 지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발생 특성 연구, 지진재해도 평가 등 원전 부지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및 인근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최신의 지진

관측 장비로 교체 설치하였다. 또한 원전 인근의 단층의 활동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단

층감시 기반을 확립한 읍천단층 감시시스템(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EFMS)을 2012년 1월부터 운영하

고 있다. EFMS는 시추공 변형률계 및 지진계, 지표변위계, GPS, 지하수위계 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계측기의 자료

분석 결과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단층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층의 지진 안전성 해석과 지진예측 연구에도 단층 감시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 사면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한울원전 배후사면을 대상으로 지중경사

계, 지표경사계, 사면변위계, 강우량계 등을 설치하고 K-SLOPE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면 거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전

체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평가를 위해 지상 LiDAR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간 부지 감시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측자료의 분석기법 고도화, 지진 및 단층과의 상관성 분석, 단층 장기 거통특성예측 기술개발을 통

하여 보다 견고하게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원자력발전소 부지감시시스템, 지진관측시스템, 단층감시시스템, 사면감시시스템, 지진 안전성 평가 

1. 서 언
 

1905년 기상청의 근대적인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래,

국내의 지진활동은 규모 2이상 지진의 연간 발생횟수

가 약 50회, 규모 3이상의 유감 지진이 연간 약 10회

발생하는 중, 저 지진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기상청,

http://www.kma.go.kr). 그러나, 2016년 9월 12일 발

생한 지역규모(ML) 5.8의 경주지진(이하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역규모(ML) 5.4의 포항지

진(이하 포항지진) 발생 이후 중규모 지진 및 강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진 조기경보, 강진발생에

따른 지진재해도 평가, 지진피해 경감 등의 일련의 과

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계

기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경주지진의 본진 및

여진 분포 분석을 통하여 이 지진을 유발시킨 단층의

존재와 단층의 활동성 유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Hong et al., 2017; Kim et al., 2016; 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그 결과 경주지진이

양산단층대에서 유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기존에 알려

지진 않은 새로운 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다양

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중심으로

약 60여개의 제4기 단층 노두가 발견되고 있으며

(Okada et al., 2001; Kyung, 2003; Inoue et al.,

2006; Yang et al., 2006; Choi et al., 2012; Lee

et al., 2015), 이들 각각의 단층 노두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단층의 분절화, 단층대의 발생 원인 및 최대가능

지진규모 및 1회 변위량 분석 등 단층특성과 지진발생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고시, 기술기

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의 부지선정, 부지

조사, 설계 건설, 운영에 이르는 동안 지질조사, 단층

조사, 지진발생 특성 평가, 지구물리탐사, 기상, 폭풍우,

지진해일 영향평가, 시추조사 등 다양한 지질학적, 지

진학적,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면밀하고 심도 깊게 조

사하여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이후 발전소의 운영 동안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지

질학적 부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진감시, 지

하수 모니터링, 기상, 지진해일 평가 등 자연재해에 대

한 지속적인 부지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경우, 발전소 인근에 활동성단층

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층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지진

동과 지표단층 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발생 가능한 지진동과 지표단층 작용에 의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요

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월성 원전 건설허가 부지

특성 조사에서 읍천단층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여 이 단층은 지표단층작용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

는 것으로 평가된바 있다. 그러나 단층활동 또는 지진

활동이라는 자연현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신월성

원전 인근의 읍천단층에 대하여 지표단층작용을 감시

하는 것으로 권고받아(Lee, 2007) 한국수력원자력(주)

에서는 단층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본 단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지질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구축한 지진, 단층, 사면 감시시스템의 구축 사례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관측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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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부지 지진관측망 구축

2.1. 원전부지 지진관측망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지진발생 시 원전의 운전

기준지진 초과 판정, 내진설계 적절성 평가, 지진 신속

대응 등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원자로건물,

보조건물 등) 및 자유장에 여러 대의 지진계(가속도계)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위치에서 설치된 지진

계(가속도계)에서는 24시간 실시간 지진동을 감지하며,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담당하는 중앙제어실(MCR, Main

Control Room)에 설치된 지진감시판넬로 자료를 전송,

분석하여 지진에 의한 원전 운전 여부 판단에 활용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일련의 지진관측 시스템은 지진감시계통

(Seismic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하며, 지진계가

설치된 위치에서의 내진설계 기준인 층응답스펙트럼

(FRS, Floor Response Spectrum)과의 비교를 통하여

운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진감시계통과 별도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원

자력발전소 인근의 지진활동 분석을 통하여 단층과 지

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재해도 평가 등의 원전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부지

및 인근 지역에 속도계 및 가속도계로 구성된 지진관

측소를 운영하고 있다(Fig. 1, Table 1, 이하 원전부지

지진관측망). 원전부지 지진관측망은 월성, 고리, 한울,

한빛 원전 부지 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 각 원전 인근

지역에 방사형으로 지진관측소를 설치하여, 월성원전

및 인근지역 4개소, 고리원전 및 인근지역 5개소, 한울

월전 및 인근지역 2개소, 한빛원전 및 인근지역 2개소,

총 13개소로 구성된다. 특히 양산단층대 및 울산단층

대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4기 단층 노두가 다

수 분포하고 있는 월성, 고리 원전 인근을 중심으로는

총 9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며 지진발생과 단층과의

상관성 연구와 활동성 단층 거동에 따른 지진유발 여

부 등에도 참조하고 있다.

1999년에 설치된 원전부지 지진관측망은, 2016년 8

월부터 2017년 6월에 걸쳐 관측환경 개선 및 지진관

Fig. 1. Location map of earthquake observatory stations

operated by KHNP. Total of 13 stations are installed in and

around each nuclear power plant site. Recorded ground motion

is provided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real time.

Table 1. Location of earthquake observation station and model name of seismometer

NPP sites Station ID
Location Equipment

(Model name)Latitude(°E) Latitude(°N)

Wolsung

WA 35.7070 129.4706

STS2.5

ES-T2

Q330HRS

(Kinemetrics Inc)

WB 35.6749 129.4051

WC 35.8498 129.2375

WD 35.8834 129.4020

Kori

KA 35.3321 129.3105

KB 35.2488 129.2084

KC 35.5889 129.2651

KD 35.5577 129.1127

KE 35.3280 129.2888

Ulchin
UA 37.0987 129.3732

UB 36.9471 129.2774

Yeongwang
YA 35,4000 126.4188

YB 32.2864 12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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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기기 실시간 관측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망를 교체

하였다(Fig. 2, Fig. 3). 진동을 측정하는 지진센서(속도

계 및 가속도계)는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파의 왜곡현

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반암에 설치되어야 한다. 한

국수력원자력(주)에서 운영 중인 지진관측소는 지질조

사를 통하여 기반암 노출여부를 확인하여 지진계를 설

치하였으나, WA와 WC 관측소는 기반암이 자유장에

노출되지 않는 심도 2~3 m 깊이에 위치하는 경우 기

반암에 파일(pile)을 설치하여 지진계를 설치하였다. 그

러나, WA 관측소의 경우 1999년 최초 설치된 위치에

서 신규로 기반암이 잘 노출되는 위치로 이전 설치하

였으며, 아울러, 기존의 SRJ 관측소를 KE 관측소로

이전 설치하였다(Table 1). 원전부지 지진관측망의 지

진관측기기(속도계, 가속도계 및 지진기록계 등)는 기

존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지진

관측을 위하여 신규기기로 교체, 설치하였다. 속도계의

경우 기존의 1~25 Hz에서 평활한 응답을 가진 기존의

단주기 속도센서(모델명 : JC-V100, 일본 MarkRand사

제작)에서 0.0083~50 Hz에서 평활한 응답을 보이는

광대역 속도센서(모델명 : STS-2.5, 미국 Kinemetrics

사 제작)로 교체함으로써 고주파수 영역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작은 지진부터 저주파수영역에 상대적

으로 에너지가 많은 큰 지진의 파형까지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교체하였으며, 가속도계는

기존의 ES-T모델(Kinemetrics사 제작)에서 ES-T2모델

(Kinemetrics사 제작)로 교체하였다. 지진기록계는 기

존의 Q4120 모델(Kinemetrics사 제작)에서 Q330HRS

모델(Kinetetricstk 제작)로 교체하여 지진자료 저장매

체의 용량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가속도 계측모듈의

AD(Analog to Digital) 변환 보드가 기존 24 bit에서

26bit 증가함에 따라 해상도를 약 4배 증가시켰다. 관

측소 외관은 기존의 컨테이너형 철판 함체에서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 플라스틱)로

교체하여 관측소의 단열성과 내구성을 높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진관측소를 구축하였다(Fig. 3). 

Fig. 4는 원전부지 지진관측망 교체 구축 이후 발생

한 포항지진(‘17.11.15, 지역규모 5.4) 본진에 대하여

월성원전 인근의 WA(진앙거리 : 44 km), WB(진앙거리 :

47 km), WC(진앙거리 : 32 km), WD(진앙거리 : 25 km)

관측소에서 기록된 가속도 파형(Fig. 4(a))과 WD 관측

소에 기록된 지진파형의 푸리에스펙트럼과 응답스펙트

럼을 도시하였다(Fig. 4(b)). 이하에서는 13개 관측소에

서 관측되는 지진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과정과 각

각의 관측소에 대한 부지효과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2.2. 실시간 지진감시 프로그램

13개 원전부지 지진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파형은

VPN(Virtual Private Netwok) 통신망으로 연계되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중앙연구원(이하 한수원 중앙연

구원)의 지진감시 중앙서버와 24시간 실시간 자료를 송,

Fig. 2. Preparation and installation of earthquake observatory station. (a) geological survey (b) foundation excavation (c)

foundation concrete curing (d) installation of seismometer and protection housing. 

Fig. 3. Status of seismometer installation. The recorder,

velocity meter, and accelerometer have been exchanged

replaced with new equipment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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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of observed waveforms and spectra at KHNP earthquake observatory station during Pohang

earthquake(‘17.11.15, ML 5.4, KMA). (a) observed waveforms at WA, WB, WC and WD stations. (b) Fourier spectrum

(left) and response spectrum (right) at WA station for EW, NS and U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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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고 있다. 1차적으로 지진감시 중앙서버로 전송

된 지진동 관측자료는 포맷변환, 계기보정, 평균값 제

거, 기울기 제거 등의 자료처리 과정을 거처 한국수력

원자력(주)의 지진관련 부서 및 국가기관인 행정안정부,

기상청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지진발생 상시 모니터링,

지진 조기경보, 지진 위험도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진감시중앙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지진감시 프로그램인 ‘지진 대

응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Fig. 5). 한

국수력원자력(주)의 지진대응 정보시스템은 지진발생

Fig. 5. KHNP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All of the recorded ground motion at each earthquake observatory station is

transmitted to the main analysis computer server in real time. (a) layout of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operated by KHNP

(b) composition examples of KHNP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The earthquake occurrence information is receiv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automatically, and characteristics of recorded ground motion at each station are generated

as automatic analys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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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의 지진관측 크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진활동으로 인한 원자

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실시간 지진감시, 지진 발

생 시 자동보고서 작성, 지진활동 이력 및 관측값 제

공, 정부기관(국민안전처, 기상청)으로의 지진자료 공유

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시간 지진감시는 13개 지진관측소의 속도계 및 가

속도계에서 계측되는 자료를 초당 100샘플링으로 관측

하면서 ①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지

진발생 정보가 지진감시 중앙서버로 전송 될 경우

(Fig. 5) ② 자체적으로 설정해둔 지진 알람 기준인 최

대지반가속도값이 0.01 g(1 g=981 cm/sec2, 원전 내진

설계기준 중 운전정지지진의 1/10 크기)가 초과되는 값

이 관측될 경우, 지진 발생에 따른 자동분석과 동시에

자동보고서와 문자메세지로 지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관련정보가 제공된다. 현재까지 기상청에서

지진 발생 통보는 지진 발생 후 수 분이 지난 후 통

보가 된다. 따라서, ①의 자료를 전송받아 지진자료 분

석이 시행될 경우 규모, 진앙거리, 진원시 등 지진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나, 실제 지진발

생 이후에 수분이 경과된 후에 지진영향을 분석할 수

밖에 없어 만약 피해를 유발하는 강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대응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시간 지진

동 자료 중 최대값을 활용하는 ②의 방법은 지진분석

에 요구되는 별도의 처리절차가 없어서 신속하게 지진

발생 정보 및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관측소 인근의 인위적인 진동원인(예를 들면, 발파, 차

량이동, 낙뢰 신호 등)이 있을 경우 오신호에 의해서

알람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량적인 지진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에서는 ①, ②의 방법을 지진 신속대응에 활용하고 있

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으로 분석된 지진분석결과를

지진연구자들이 재분석,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관측된

지진파의 정밀 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2.3. 지진관측소 부지효과 분석

관측점에서 관측된 지진파형은 지진발생시의 지진원

특성, 진원에서 지표까지 전파되는 동안의 기하학적 감

쇠 및 비탄성 감쇠, 지표면 천부 지반특성에 따른 부

지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동일한 지진원에

서 발생하여 동일한 전파 경로를 통과한 지진파라고

할지라도, 천부 지반특성에 따라 증폭 또는 감폭으로

대변될 수 있는 부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측된

파형으로부터 지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진 관

측지점에서의 부지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진기록을 이용한 부지효과의 평가는 배경잡음을

이용한 Nakamura(1989)의 연구에 의해서 제안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파의 수평성분은 수직성분보다

변경이 크고 견고하지 않은 매질을 통과하여 전파될

때에 지각의 속도 및 밀도의 임피던스 차에 의한 지반

의 증폭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직성분의 증폭효과

는 무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진파의 수평성분과 수

직성분의 스펙트럼 비(Horizontal to Vertical Ratio,

이하 스펙트럼의 H/V비)를 이용하면 부지효과를 간단

하고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다. Nakamura(1989)의 방법

은 Ohmachi et al.(1991), Lermo와 Francisco(1993)에

의해 배경잡음과 Coda파 및 지진파의 S파를 이용하여

부지효과를 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연구된 바 있다.

지진파 스펙트럼의 H/V비는 푸리에 스펙트럼의 주

파수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 는 지진파의 수평성분을 나타내고,

V는 수직성분을 나타내며, H/V비가 1인 경우는 부지

특성에 따른 지진파의 증폭현상이나 감폭현상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단보에서는 13개 원전부지 지진관측소에서 관측

된 배경잡음 중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추출된 10개의

배경잡음 파형 및 포항지진 본진(‘17.11.15, 지역규모

5.4)의 S파에 대한 스펙트럼의 H/V비를 분석하여

Fig. 6에 도시하였다. H/V비는 선정된 시간창(time

window)의 동서성분, 남북성분의 수평 두 성분 지진파

형과 수직성분의 지진파형에 대하여 기기보정, 평균값

제거, 5% cosine 테이퍼링 과정을 거쳐 푸리에스펙트

럼으로 변환한 후 수평 및 수직성분의 스펙트럼의 비

율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동평균 방법을 이

용하여(moving average, 인근 10개 주파수 대역에 대

하여 평균하여 도시) 평활화(smooth) 과정을 거친 결

과이다. 따라서, 증폭현상 또는 감폭현상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량적인 증폭의 정

도(비율)는 본 결과로 유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Fig. 6과 같이 KB, KC, KD, KE, WA, WB, WD,

YB, UA 관측소는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H/V비가 1

에 가까우며,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증폭현상이 보

이지 않아 부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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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log H
ns

log+( ) 2 Log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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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A, WC 관측소의 경우 5~15 Hz대역, UB의

경우 5~25 Hz대역에 비교적 큰 증폭현상이 보이고 있

어 부지효과가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로 KA와 WC 관측는 인근에 성토층이 두껍게 분포하

고 있고, 성토층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되며, UB 관측소의 경우에는 기반암노출이 확인된

관측소이나 지진센서 설치 기초 공사 또는 설치과정에

서 부지효과로 오인되는 오신호가 유발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보다 정량적인 지진자료 분석을 위하여

KA, WC에 관측소에 대해서는 부지효과를 보정할 수

있는 부지효과 제거 필터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UB의 경우 지진계 설치상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이상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추가 분

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3. 단층 감시시스템의 운영과 관측자료 분석

3.1. 개요

단층 감시시스템은 “현재 지속·단속적 움직임이 관

측되거나 가까운 장래에 움직임이 예상되는 단층(또는

단층대)의 변형을 계측하기 위하여 대상 단층과 주변

지역에 설치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한

감시장비 일체와 절차화된 일련의 운영활동”으로 정의

된 바 있으며(Lee, 2011), 그 역할에 따라 크게 계측

부와 분석처리부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통신부

로 구분된다. 단층 감시시스템은 주로 판(plate) 경계부

나 대규모 단층대의 단층운동, 지진, 화산활동 등 활발

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러 기

관 및 단체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

고 있다.

단층 감시시스템은 미국 서부, 일본, 대만, 그리고 그

리스의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미국의 San Andreas

Fault, 일본의 Nankai Trough, 대만의 Chihshang Fault,

그리스의 Corinth Rift)에서 변형계(strainmeter), 지표

변위계(creepmeter), 경사계(Tiltmeter), 지진계(Seismo-

meter),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등을 이용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진의 발생 및 원

인에 대한 많은 연구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대만 등

Fig. 6. Results of site response analysis using horizontal to vertical spectral ratio comparison method(Nakamura, 1999) for

13 earthquake observatory stations. (a) KA (b) KB (c) KC (d) KD (e) KE (f) WA (g) WB (h) WC (i) WD (j) YA (k) YB (l)

UA (m) UB stations. The horizontal to vertical spectral ratio of ground motion is 1, which means there is no amplification in

tha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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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시점에서의 급격한 관측값

변화 뿐만 아니라 발생 이전에도 지진 발생을 지시하

는 이상신호를 관측하는데 성공하여 단층 감시 시스템

의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Roeloffs, 2000, Bilham

et al., 2004, and Lee et al., 2005).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월성원전 인근 읍천단층의 지

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읍천단층 감

시시스템(Eupcheon Fault Monitoring System, 이하

EFMS)을 설치하여 2012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읍천

단층은 백악기 퇴적암(하서분지)과 신신기(Neogene) 화

산암류의 경계단층으로, 최대 변위 4.0 m이고, 주향과

경사가 각각 N20°E와 40°SE인 소규모 역단층이다

(Kim et al., 2004; Kee et al., 2007). 트렌치 조사에

서 제4기 해안단구층이 읍천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

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제4기 동안 최소한 2번의 단층

운동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Kee et al., 2007).

3.2. 읍천단층 감시시스템 특성

EFMS는 경주시 양남면 나산초등학교 북쪽의 읍천

단층을 경계로, 단층 상반부와 하반부의 4개 관측소

(EF01~EF04)에 변형계, 지표변위계, GPS, 지진계, 지

하수위계의 현장 계측기가 설치되었다. 또한, 자료전송

시스템, 자료저장 서버 및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단층거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매우 정밀하게 관측한다.

EFMS 현장 계측기별 위치와 세부 제원은 Fig. 7 및

Table 2와 같다(Cho et al., 2012). 

변형계는 지구조 운동에 의한 읍천단층 상반과 하반

에 가중되는 지중응력 변화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추공 내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된 시추공 원

직경에 대한 변형된 직경 비율을 계산하여 4개 방향

(EF01 : 314°, 269°, 224°, 179°, EF02 : 319°, 274°,

229°, 184°)에서 변형 값을 계산한다. 지표변위계는 지중

응력 변화에 따른 읍천단층 경계부의 미세한 변위를 정

밀하게 계측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6 m의 니켈합금 로

드(rod)와 스프링 센서를 통해 변위가 계측된다. GPS는

대규모 지각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큰 규모(수 mm~

수 m 이상)의 변위변화를 계측하는 것이 목적이며, 위

성을 이용하여 단층 상·하반의 상대변위를 계측한다.

지진계는 읍천단층 인근에서 발생된 지진의 진원지와

지진규모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하수

위계는 읍천단층 주변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간극수압

변화를 계측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중응력 변화 해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FMS의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현장 관측소로부터 전

Fig. 7. Location map of instruments of composing the fault

monitoring system deployed around the Eupcheon fault.

Table 2. Specifications of measuring instruments in the EFMS installed around the Eupcheon fault.

Accuracy Sensor depth Measuring items

Strainmeter > 5×10-10 EF01 : G.L. -153.3 m,

EF02 : G.L. -175.4 m
Strain value

Groundwater 

level meter

Water level ± 0.05 cm EF01 : G.L. -25 m,

EF02 : G.L. -20 m

Groundwater level, 

TemperatureTemp. ± 0.05°C

Borehole Seismometer

(Short-period)

62.2 V/m/s

(sensitivity)

EF01 = G.L. -145 m,

EF02 = G.L. -155 m
Seismic wave

GPS
Horizontal : ± 5 mm

Vertical : ± 5 mm
Surface Displacement

Surface Seismometer

(Broadband)

2×750 V/m/s

(sensitivity)
Surface Seismic wave

Creepmeter
Disp. ± 0.025 mm

Surface
Displacement,

TemperatureTemp. ±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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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된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출시키고 서버에 저장

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단층운동으로 인한 변위 및 지

진 이벤트 발생 시 경보발생과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

공한다(Fig. 8). 또한, 최근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통해,

통신이상 등으로 인한 관측자료 누락 시 자동으로 복

구하는 기능과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지구

조석(earth tide) 및 온도변화, 대기, 인위적인 외부 잡

음 등에 의한 영향을 보정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3.3. 관측자료 분셕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매 년 연간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읍천단층의 장·단기

거동 특성을 해석하고 있다. 장기 거동특성은 연간 관

측된 누적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지중응력과 단층변위의

이상변화를 해석하며, 단기 거동특성은 EFMS로부터

반경 50 km 이내에서 발생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발

생 시 이상변화를 분석한다.

3.3.1. 장기 거동특성 분석

변형계의 경우 4개 방향의 변형률 값은 조석과 외부

영향에 의한 잡음성분이 관측되나, 실제 단층 활동이

나 응력 변화에 의한 이상 값은 관측되지 않는다.

EF02 관측공의 경우, 319° 방향으로는 상대적인 변형

값이 증가하고 나머지 세 개 방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9). 이는 현재의 지중응력 방향이

Fig. 8. Main scree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in EFMS.

Fig. 9. Relative strain values measured from the EF02

Observatory of EFMS in 2013. (a) 319°, (b) 274°, (c) 229°

and (d)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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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 방향과 WSW 방향에서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GPS에 의한 EF01과 EF02 관측소 간의 상대적인

변위 측정결과, 조석이나 외부영향에 의한 배경잡음만

관측될 뿐 읍천단층 인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변위양상

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표변위계의 경우 매 년 온도에 의한 변위만이 관

측되었으며 2월부터 8월까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며 이후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표변위계 값도 작아지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10). 즉, 온도와의 상관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도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지진 이벤트나 단층운동에 의한 이

상변위는 관측되지 않는다.

3.3.2. 단기 거동특성 분석

지진 발생 시 변형계에서는 지진이나 단층운동에 의

한 갑작스런 지중응력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

만 주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dynamic(transient)

stress의 영향들은 양호하게 감지되며 실제 파형은 지

진계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지표변위계와 GPS

관측 역시 지진에 의한 이상변위 양상이 관측되지 않

았으며, 지표변위계의 단층변위는 온도의 일변화에 의

한 영향만이 관측된다.

2016년 9월 12일 발생된 경주지진(ML 55.8)은 국내

계기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진앙지는

EFMS 관측소로부터 약 27 km 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경주지진의 전진(‘16. 9. 12, ML 5.1) 및 본진

(‘16. 9. 12, ML 5.8), 여진(‘16. 9. 19, ML 4.5) 발생

시 EFMS에 관측된 단층변위 및 지중응력, 지하수위

변화를 해석하였다. 변형계에서 관측된 지중응력의 경

우, 전진 및 본진, 여진 모두 순간적인 이상변화를 나타

내었으나 응력의 누적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Fig. 11).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EFMS에서 관측

된 지진발생 전 지중응력의 이상 전조현상(Hwang et

al., 2012)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 읍천단층의 변위양상

은, GPS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이상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으나 미세변위 측정이 가능한 지표변위계의 경우,

본진발생 20분 전에 0.0047 mm의 미세한 변위가 관측

되었다(Fig. 12). 이 측정값은 지표변위계 측정 오차범

위 ±0.025 mm 이하 수준에 해당하며, 단층의 변위보

다는 전진으로 인한 미세진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10. Displacement and temperature measured from the

creepmeter installed around Eupcheon fault in 2014. (a)

Displacement, (b) Temperature.

Fig. 11. Strain data observed from the EF02 Observatory

of EFMS when Gyeongju earthquake occurred in 2016. (a)

Foreshock, (b) Main shock, (c) Aftershock.



196 박동희 · 조성일 · 이용희 · 최원학 · 이동훈 · 김학성

2017년 11월 15일 발생된 포항지진(ML 5.4) 역시

EFMS 관측자료 분석결과, 지진으로 인한 단층변위 및

지중응력의 이상변화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 발생 시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단층임

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단층의 지진 안전성을 해석함

에 있어 단층 감시시스템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사면 모니터링 시스템

4.1. 개요

사면 모니터링 시스템(Slope Monitoring System)이

란 인공 또는 자연사면의 움직임(거동)이나 변형을 측

정하기 위하여 중요 구조물과 인접한 지점이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반거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하나의 체계

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한 감시장비 일체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운영활동을 말한다. 국내 원전 부지는 산지가

많은 국토의 특성상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절토,

성토 또는 매립 등을 통해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전 배후에 대규모의 절·성토 사면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부지내 사면에 대한 보다 체계

적이고 정량적인 사면 모니터링을 위하여 한울 원전

배후사면에 현장설치 계측기를 활용한 미시적 거동분

석과 지상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시스템을 활용한 거시적 거동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사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분석결과

4.2.1. 단면 모니터링에 의한 미시적 거동분석

한울 원전 배후사면에 대한 미시적 거동분석을 위하

여 격납건물과의 이격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면에 대하

여 지중경사계(Shape Array방식, 1개소), 지표경사계

(Tiltmeter, 2개소), 간극수압계(Piezometer, 1개소), 사

면변위계(Tension-Wire, 4개소), 강우량계(Rain Gauge,

1개소) 및 체적함수비계(Volumetric Water Content

Gauge, 5개소)를 현장에 설치하였다(Fig. 13, 14). 현

장 설치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는 데이터 로거를

통해 서버로 전송되며, 서버에서는 측정결과를 각 계

측항목별 관리기준에 따라 상태를 판단하고, 이들 결

과를 종합하여 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

즘을 통해 구현되었다. 

계측기 설치이후 측정된 사면의 최대변위는 지중경

사계 기준 약 ±6 mm 내외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5).

4.2.2. 지상 LiDAR를 활용한 거시적 거동분석

일반적으로 사면의 변형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나 과다한 변위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 또는 원전의 경우 안전성 관련

구조물과 인접한 사면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사면의 거

동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지반공학회, 2010;

Lee et al., 2016a; Lee et al., 2016b). 그러나 이러

한 사면내 변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단면 모니터링

방식의 경우 계측기가 설치된 위치에서의 변형을 측정

하기 때문에, 대상 사면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단면

모니터링 방식이 모든 지점의 사면거동을 대표하기 어

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측기가 설치된 위치에서는

사면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지만, 인접 위치에서는 사

면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면에 많은 수의 단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면의

전체거동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측기의

Fig. 12. Displacement of Eupcheon fault observed from the creepmeter of EFMS when Gyeongju earthquake occurred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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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상 LiDAR 시스템을

활용한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상 LiDAR 시스템은 오스트리

아 RIEGL사에서 개발한 VZ-400 모델을 이용(초당 약

125,000 포인트 데이터 취득, 100 m 거리에 있는 반사

Fig. 13. Arrangement of slope monitoring devices at NPP sites. 

Fig. 14. System arrangement plan for K-SLOPE(KHNP SLOP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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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90% 물체에 대한 ±5 mm의 정확도)하였다(RIEGL,

2014). 한울원전(연장 약 1.7 km)를 대상으로 2015년

53개소, 2016년 91개소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 각

각의 지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측정연도별로 하나의 자

료로 정합한 다음 사면의 변형거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생성하기 위한 각종 식생이나 구조물, 울타리 등을 제

거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메쉬를 생성한 다음

Fig. 15. Section Monitoring Results for inclinometer, tension-wire, tilt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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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메쉬에 대한 직접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림

Fig. 16은 해석절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대상사면 전체

에 대한 분석결과 이상거동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구간에서 사면의 세굴로 추정되는

낮은 수준의 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Fig. 17). 

5. 결 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서는 지진발생 시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 적절성 평

가, 지진 대응, 지진영향 평가 등을 위하여 원자력발전

소의 구조물 및 자유장에 지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

Fig. 16. Slope deforma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procedure using terrestrial LiDAR.

Fig. 17. Example of Slope Deformation Analysis using Terrestrial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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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지진활동 분

석을 통하여 단층과 지진과의 상관성 분석, 지진 재해

도 평가 등의 원전 부지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

13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전 인

근의 단층의 활동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역단층인 읍천

단층의 상반 및 하반에 각각 시추공 변형률계 및 지진

계, GPS, 지하수위계를 설치하고, 지표에서 단층의 변

위가 추적되는 위치에 지표변위계를 설치한 단층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읍천단층의 장기·단기 거동특성을

감시하고 있다. 읍천 단층감시시스템 관측자료 해석결

과, 읍천단층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발생된 지진

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단층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단층의 지진 안전성 해석과

지진예측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원전 부지내 사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을 위해 사면감시시스템인 K-SLOPE 시스템을 구축하

였으며, 원전 배후사면을 대상으로 지중경사계, 지표경

사계, 사면변위계, 강우량계 등을 현장 설치 및 분석하

고, 전체 사면의 거시적 변형거동 평가를 위해 지상

LiDAR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강우, 지진 등의 영

향에 따른 사면 거동특성을 감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의 부지선정, 건설의 전체 과

정에서 국내의 어느 구조물보다도 면밀하고 세밀한 부

지조사를 통하여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

연현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발전소가 운영되는 동

안에 지속적으로 지진, 단층활동, 사면거동, 지하수 유

동 등에 대한 부지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상기

와 같은 부지감시 시스템의 다양한 감시체계는 일차적

으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영향 평가,

원전 설계 적절성을 확인하는데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다각적으로 고

도화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평가, 단층 거동 예측 등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안

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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