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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및 중·약진지역으로 평

가되는 한반도의 지진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충분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에서 국내 지진계측이래 가

장 큰 규모(ML=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4기가 수동

정지 되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ML=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종래 관측 기록에 비하여 큰 규모로 인해서 높게 나타난 지반가

속도에 비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국

내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중규모 지진의 발생은 사회 전반에서 지진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으며, 사회기반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지진 안전성 평가 요구를 증대시켰다[1-3].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는 지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

성평가(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SPSA)를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 지진에 

대한 구조물 및 기기의 거동을 분석하여 최대 지반 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기준의 조건부 손상확률인 지진취약도를 먼저 평가

하여야 한다[4, 5].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평가용 응답스펙트럼은 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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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e spatial variation characteristics of seismic motions at the nuclear power plant's site and structures were analyzed using earthquake 

records obtained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ur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ground responses amplified as they 

approached the soil surface from the lower rock surface, and the amplification occurred intensively at about 50 m near the ground. Due to 

the soil layer's nonlinear characteristics caused by the strong seismic motion, the ground's natural frequency derived from the response 

spectrum ratio appeared to be smaller than that calculated from the shear wave velocity profile. The spatial variation of the peak ground 

acceleration at the ground surface of the power plant sit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f about 0.6 g at the maximum.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esponse spectrums at the basement of the structure with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there was a large variability by each 

power plant unit. The difference was more significant in the Fukushima Daiichi site record, which showed larger peak ground acceleration 

at the surface. The earthquake motions input to the basement of the structure amplified according to the structure's height. The natural 

frequency obtained from the recorded results was lower than that indicated in the previous research. Also, the floor response spectrum 

change according to the location at the same height was investigated. The vertical response on the foundation surfa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pectral acceleration depending on the location. The amplified response in the structure showed a different variability 

depending on the type of structure and the targe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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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NUREG CR-0098 응답스펙트럼들을 주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6].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용 응답스펙트럼은 전주파수에 걸쳐서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하고 있지만 대상 부지의 지진학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7].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원자로가 하나의 대규

모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위치 및 

지반조건 변화 등에 따라서 지진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 기기들은 기준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증폭을 고려한 

높이별 층응답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지진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8, 9]. 층응

답스펙트럼은 구조물을 집중질량 모델로 치환하여 해석한 결과를 주로 이

용하는데, 이는 같은 층이더라도 실제 위치에 따라 다른 지진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이 동일한 지진하중을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측정하는 위치, 높

이 등에 따라서 크기, 지속시간, 주파수 특성 등이 달라지는 지진파의 공간

적 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건에 따라

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며, 관련 자료 및 연구가 부족하여 이를 실제 안전

성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진파의 공간적 변화는 규모가 큰 지진 시 발생한 강진동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지진 관

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적 장비를 

이용한 지진관측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규모 6.0이상의 지

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파의 공간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제 

지진 관측 기록이 부족한 실정이다[11, 12]. 국외에서는 1990년대에 대만

의 Lotung과 Hualien에서 1/4 크기의 원자력발전소 격납견물 모델과 다양

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실제 지진에 대한 지반 및 구조물의 거동을 관측한 바 

있다[13, 14]. 당시 방사형으로 구축된 지표면 계측기를 통해서 지표 위치

에 따른 지진파의 변화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축소된 구조물 내부에서 위치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11년 발생한 규모 9.0(MJMA=9.0)의 동일본 대지진(Great East Japan 

Earthquake)은 원자력 발전소 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

하였다[15, 16].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후쿠시마 제 1, 2 원자력 발

전소)의 부지 및 건물에는 다량의 가속도계를 설치 및 운영 중이었으며 동

일본 대지진의 기록도 일부 관측되었다. 이론적, 실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의 지진 시 응답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큰 지진에 대한 원

자력 발전소의 거동을 계측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는 강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 

지진 기록을 바탕으로 강진 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타나는 지진파의 공간

적 변화를 평가하였다. 지진파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크게 지반계측

기록과 및 구조물 계측기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지반 및 구조물에서 계

측 높이에 따른 증폭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수평방향 위치에 따른 응답 스펙

트럼의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2. 지진 계측 데이터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에 일본 동쪽 태평양 앞바

다에서 발생하였으며, 지진의 모멘트 규모(MW)는 9.0-9.1으로 일본에서 근

대 지진 관측 사상 가장 큰 지진이다.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던 오나가와(Onagawa)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Fukushima Daiichi)등의 운전이 정지되었으며, 일부 외부전력망

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Fukushima 

Daiichi)의 경우에는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쓰나미가 비상디젤발전기를 침

수시켜, 노심이 손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severe accident)가 발생

하였다[16, 17].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TEPCO)은 후

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등을 운영하여 일본 수도권에 전기를 제공하는 기관

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다양한 위치에서 상시적으로 지진 가속도를 계측하

여 왔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시에도 많은 지진계측기(가속도계)가 지진 시 

원전 부지와 구조물의 거동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일본 지진 공학회

(Japan Association for Earthquake Engineering, JAEE)를 통해서 제공

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구매하여 지진파의 공간적 변

화 분석에 활용하였다.

후쿠시마 제 1, 2 발전소(Fukushima Daiichi & Daini)는 태평양과 닿

아있는 일본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에 약 해수면 위 35 m 정도의 언

덕을 파내고 해수면 위 10 –13 m에 부지를 조성하여 지어졌다[19]. Fig. 1

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개략도를 나타낸다[18]. Fig. 1(a)와 (b)

는 각각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Daiichi) 부지와 제 2 원자력 발전소

(Daini) 부지를 나타낸다. Fig. 1(a)의 좌측아래 가로막대는 지도의 축척을 

나타내기 위해서 0에서 500 m까지를 100 m씩 표시한 것이다. Fig. 1에서 

도시한 제 1발전소와 제 2발전소의 영역은 가로×세로 각각 약 1.5 km × 2.5 

km, 2.0 km ×2.0 km이다. 

도쿄전력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지진 시 계측된 센서별 가속도 시

간이력을 포함하여 계측 위치에 대한 평면도, 지반 물성치와 지진 계측기 정

보 등이 있다. 구조물에서의 계측은 원자로 격납 건물과 터빈 건물에서 높이 

별로 이루어졌다. 일부 센서의 계측기록은 지진 시 발생한 쓰나미 등으로 인

하여 손상되어 제공되지 않았으며, 제 1발전소(Daiich)의 6호기와 제 2발

전소(Daini)의 1호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계측 기록이 제공되어 구조물

에서의 지진파 변화 관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

전소의 원자로는 국내의 대표적 원자로 형태인 가압경수로형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과 달리 비등경수로형(Boiling Water Reactor, 

BWR)으로 건설되었다. 동일한 비등경수로형 원자로이더라도 건설 시기

에 따라서 세부적인 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분석에 활용된 제 1발전소

의 6호기와 제 2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형태는 BWR Mark II이며, 각각에 

대한 단면도는 Fig. 2와 같다[18]. Fig. 1과 Fig. 2에 표시된 원형 마커들은 

분석에 활용한 센서들을 나타내며, 각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계측 위치에 따른 가속도 시간이력은 대부분 수평 2방향과 수직 1방향 

총 3개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데이터는 한 방향에 대한 기록만 계

측된 경우도 있다. 동일본 대지진시 계측된 기록 중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6호기 근처의 지표면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GN1, Fig. 

1(a)의 파란색 원)을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a)에 원형 마커로 표시한 

최대지반가속도는 동서(EW), 남북(NS), 수직(UD) 방향별로 각각 0.71, 

0.58, 0.25 g로 매우 큰 지진동임을 알 수 있다. Fig. 3(a)에 도시된 검은 실

선은 지진파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양을 식 (1)에서 도출된 Arias Intensity

로 정규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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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는 Arias Intensity, 


는 가속도 전체 시간, 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이다.

이 값이 0.05에서 0.75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지진파의 강진지

속시간(D5-75)을 정의할 수 있으며, 계측된 수평방향기록의 강진지속시간

은 약 60초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의 

강진지속시간이 10초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매우 긴 것을 알 수 있다

[19]. 각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은 Fig. 3(b)와 

같다. 수평방향 응답은 약 3-4 Hz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보였고, 수직방향 

응답은 10 Hz 근처의 고주파 영역에서 큰 에너지를 보였다. 

(a) Daiichi

(b) Daini

Fig. 1. Views of sites for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18]

(a) Unit6 of Daiichi 

(b) Unit 1 of Daini 

Fig. 2. Cross sectional view and sensor location of the reactors for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18]

(a) Time history

(b) Response spectrum

Fig. 3. Representative acceleration time history set of the recorded 

motion (GN1)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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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 계측기록의 공간적 변화

3.1 지반 깊이에 따른 증폭 특성

지반에서 계측되는 지진파는 지진원 특성과 경로효과 뿐 아니라 부지효

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부지효과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암반층에서 

지표면으로 지진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증폭 현상을 의미하며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Fig. 4는 후쿠

시마 제 1발전소와 제 2발전소 부지에서의 전단파 주상도 및 동일본 대지진 

시 측정된 깊이별 최대지반가속도를 나타낸다. 해당 자료는 제 1발전소의 

북쪽 (Free Field at North, GN, Fig. 1(a)의 파란색 원)과 제 2발전소 남쪽

(Free Field, FF, Fig. 1(b)의 파란색 원)에 위치한 시추공 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다.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나타낸 Fig. 4(a)에서 점선은 각 발전소별로 정의

한 하부 암반층의 표면으로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시 해석의 기준면을 의미

한다. 기준면 아래의 전단파 속도는 약 800 m/s로 하부 암반의 전단파 속도

가 1000 m/s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지반보

다 다소 연약한 것을 알 수 있다[20]. 더욱이, 암반 기준면 위 지반의 전단파 

속도는 약 500~600 m/s에서 200 m/s 정도까지 지표층에 가까워질수록 점

진적으로 감소하며, 지표면 근처에서의 전단파 속도는 제 1발전소가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Fig. 4(b)에 도시된 깊이에 따른 최대지반가속도는 지표면에 가까워질

수록 증폭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하부 암반부터 지하 약 100 m까지는 

증폭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증폭은 지표면 아래 50 m정도에

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하부 암반의 지표면이 위치한 심도가 150 

m이상으로 매우 깊고, 하부 암반층의 전단파 속도가 강성이 충분히 확보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깊은 심도의 지반 증폭은 지표 하부 

30 m의 평균 전단파속도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 일반 토목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하부 암반의 전단파 속도 기준은 760 m/s이다. 

제 1발전소에서 관측된 기록이 제 2발전소에서 관측된 기록보다 지표면 최

대지반가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제 1발전소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지

표 바로 아래 지반의 전단파 속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

로 판단된다. 

Fig. 5와 Fig. 6은 Fig. 4(b)에서 나타낸 각 깊이별 가속도 계측 기록에 

(a) EW (a) EW

(b) NS (b) NS

Fig. 5. Response Spectrum and Ratio of Response Spectrum for 

Free-Field Ground by depth af Fukushima Daiichi NPP site

Fig. 6. Response Spectrum and Ratio of Response Spectrum for 

Free-Field Ground by depth af Fukushima Daini NPP site

(a) Shear Wave Velocity (b) Peak Ground Acceleration

Fig. 4. Shear Wave Velocity and Peak Ground Acceleration Profiles 

at Fukushima NPP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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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응답스펙트럼과 하부 암반층 대비 각층의 응답스펙트럼 비(Ratio of 

Response Spectrum, RRS)를 나타낸다. 최대지반가속도와 마찬가지로 주

파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이 지표면에 가까운 계측기록일수록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제 1발전소의 경우에는 약 0.5 Hz 근처에서 깊이에 따른 증폭

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표 응답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계측기의 응답

보다 약 3 Hz근처와 10 Hz이상의 고주파에서도 크게 증폭하였다. 제 2발

전소도 제 1발전소와 비슷한 증폭 패턴을 보였으나 지표면에서 고주파의 

증폭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각 방향별로 깊이에 따른 증폭이 가장 크게 일어난 주파수를 고유주파수

로 판단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동서 및 남북방향의 값을 평균하여 도

출한 제 1발전소 와 제 2발전소 지반의 고유주파수는 각각 약 0.55 Hz와 

0.64 Hz이다. 암반층 위 지반의 고유주파수(= 1/고유주주기)는 식 (2)와 같

은 약산식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제 1발전소와 제 2발전소 지반에 

대한 고유주파수는 각각 0.65 Hz와 0.64 Hz로 평가되었다. 












  







(2)

여기서, 

는 지반의 고유주파수(Hz), 


는 지반의 고유주기(sec), 


는 i

번째 토층의 두께(m), 

는 i번째 토층의 전단파 속도(m/s)이다.

제 2발전소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시 계측된 깊이별 응답으로부터 

도출한 지반의 고유주파수가 약산식으로부터 도출한 고유주파수보다 작지

만 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제 1발전소의 경우에는 계측 결과가 계산 

결과에 비해서 약 0.1 Hz 정도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지반의 전단파 

속도가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가정하고 약산식을 계산한 고유주파수와 

유사하다. 약산식 결과와 계측 결과의 지반 고유주파수 차이는 다양한 요인

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강성이 줄어들고 감

쇠비가 증가하는 지반의 비선형성 발현이 지반 고유주파수 감소의 주된 원

인으로 판단된다.

지진 시 지반의 변형률은 두 계측기의 변위와 계측기 간의 거리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21]. 지표에서 가까운 GN1과 GN2 계측기의 가속도 신

호를 변위로 환산하여 도출한 최대상대변위는 약 20 mm로, 두 계측기 사

이의 거리(17 m)로 나누어서 계산한 변형률 수준은 약 0.11% 정도이다. 

Schnabel[22]이 제시한 암반의 전단탄성계수 감소 곡선에 따르면, 계산된 

변형률에서는 지진 시 전단탄성계수가 최대전단탄성계수에 비해서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약 10% 이상의 전단파 속도 감소와 

대응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많은 단순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강진 

시 원자력 발전소 하부 지반의 비선형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할 때 깊이에 따른 지반 증폭, 지진 세

기에 따른 지반의 비선형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지표면 계측기록의 공간적 변화

넓은 부지에서 지반 운동의 공간적 변화(Spatial Variation)는 일반적으

로 지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지진파의 크기 및 위상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의미한다.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에는 부지 지표면의 다양한 위치

에 가속도계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지진 운동의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정보와 각 센서 계측기록의 최대 지

반가속도를 바탕으로 내삽하여 Fig. 7에 도시하였다. 내삽은 Radial Basis 

Functio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센서가 설치된 위치의 최대지반가속도 

값은 등고선 위에 표시하였으며, 표시영역은 Fig. 1(a)와 동일하다.

센서 위치에 따라서 지표면의 높이가 일정치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부지

내 최대지반가속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동서 (EW) 방향 가속

도 기록으로부터 살펴보면 최소 지반가속도는 0.39 g, 최대 지반가속도는 

1.07 g로 계측되어 약 0.6 g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발전소 부지에서 

원자로와 터빈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동쪽 해안가 근처의 부지에서 큰 가

속도를 보였다.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은 후쿠시마 발전소의 북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지 내부 지진파의 공간적 변화는 지진원으로부터의 거

Table 1. Dominant Frequency of Fukushima NPP site from Ratio of Response Spectrum of Borehole

GN (EW) GN (NS) FF (EW) FF (NS)

Fn 0.53 0.57 0.61 0.66

Amplification 5.76 4.94 3.64 3.73

Fig. 7. Spatial Variation of Surface Ground Motion at Fukushima Daiichi NPP (uni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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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국부적인 위치에 따른 변화가 두드

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흰 색 점섬으로 표시한 구역은 원자로 건물이 건설

된 위치인데, 상대적으로 근접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지반가속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확보한 자료에서는 지표면 센서의 높이 및 설치 위치의 

지반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간적 변화의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건물

에 따른 가속도 변화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후쿠시마 제 

2발전소는 부지에서는 지표면 계측기록이 부족하여 별도로 공간적 변화를 

평가하지 않았다. 

4. 구조물 계측기록의 공간적 변화

4.1 발전소 호기 별 기초 운동 변화

1966년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 당시의 설계 

기준 지진의 크기는 약 250 gal(0.255 g) 정도였으나, 2008년에 재평가된 

설계 기준 지진의 크기는 약 400 gal(0.408 g)이상으로 상향되었다[16].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기초는 평균적으로 지표면 기준 대비 약 12 m

정도 아래에 위치하며, 기초면의 움직임을 기준 지진과 비교함으로써 지진

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8에 후쿠시마 

제 1발전소 여섯 개, 제 2발전소 네 개의 격납건물 기초면에서 관측된 가속

도의 응답스펙트럼을 도시하였다. 각 발전소 호기 별 평균 응답은 빨간색 실

선으로 나타내었다. 기초면의 관측 결과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설

계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원전의 설계

스펙트럼을 확보하지 못하여 U.S NRC Regulatory Guide 1.60(RG 1.60)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었다[23]. 이 때, RG 1.60 스펙트럼의 최대지반가

속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정적 수평 방향 설계기준 가속도인 470 

gal에 대응되는 0.48 g에 비례 조정하였다[17]. 

제 1발전소의 기초 응답은 호기별로 그리고 계측 방향별로 큰 차이를 보

였다. Fig. 8(a)에 도시한 남북(NS) 방향 응답에서는 대부분의 기초 응답이 

RG 1.60 스펙트럼 응답보다 작고, 1호기의 최대지반가속도만 0.48 g를 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동서(EW) 방향 응답에서는 평균 응답스

펙트럼의 최대지반가속도가 0.48 g와 유사하였으며, 1 Hz 이하의 저주파 

응답의 평균도 RG 1.60스펙트럼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호기별 기초 응

답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는데, 제 1발전소 3호기의 동서(EW) 방향 응답

은 평균 응답보다 스펙트럴 가속도가 약 0.5 g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8(b)의 제 2발전소 호기별 기초 응답들의 평균은 동서(EW) 방향에 

비해서 남북(NS) 방향 진동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RG 1.60 스펙

트럼보다 작았으나, 남북(NS) 방향의 0.8 Hz 스펙트럴 가속도가 약 0.1 g 

정도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호기별 기초 응답의 변동성은 제 1발전소에 비

해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 시 지진파

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반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이 다

수의 원자로가 하나의 발전소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에 위치 등에 따른 공간

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최대지반가속도

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주파수에 따른 스펙트럼의 형태와 지진파의 방향 변

동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소 기초면의 지진하중을 판단

할 필요가 있다.

4.2 구조물 높이에 따른 증폭 현상

지진 시 원자력 발전소 기초면에 입력된 지진 운동은 건물의 구조 및 재

료적 특성에 따라서 증폭되며, 높이에 따른 층별 응답은 각 층에 위치한 주

요 기기 및 발전소 구성 요소들의 안전성 평가 시 입력하중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각 층의 지진 시 응답은 주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평가되어 왔으며, 

실제 강진 시 발전소 구조물의 증폭 특성을 관측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에 후쿠시마 제 1발전소의 6호기와 제 2발전소의 1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높

이별로 계측된 지진파의 응답스펙트럼과 기초 응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비를 평가하여 Fig. 9와 Fig. 10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스펙트럼 비에

서 각 방향별로 가장 큰 증폭비를 보인 주파수와 이에 대응하는 증폭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센서들의 위치는 Fig. 2에 파란색 원

(a) Daiich (b) Daini

Fig. 8. Response Spectrum of Basements for Fukushima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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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되어 있다. 기초면부터 높이별로 3개의 센서는 각 층의 바닥 

(Floor)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단의 센서는 격납건물의 지붕 트러스

(Truss)에 설치되어 있다. 

Fig. 9에 나타낸 후쿠시마 제 1발전소 6호기의 응답은 구조물이 기초면

에서 상단으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펙트럴 가속도가 전반적으로 상

승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응답스펙트럼 비를 살펴보면 동서(EW) 방향의 

경우 약 3.05 Hz, 남북 방향의 경우 약 2.47 Hz 근처에서 높이에 따른 증폭

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진 시 구조물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로 판단하였다. 최상층에 위치한 가속도계는 6 Hz 이

상의 고주파에서 또 다른 증폭 패턴을 나타냈었는데 이는 발전소 구조물의 

꼭대기 층이 하부 구조와 달리 트러스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응

답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후쿠시마 제 2발전소 1호기의 높이별 응답으로 

후쿠시마 제 1발전소의 6호기 응답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지진 시 높이

에 따른 증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는 남북(NS) 방향 

응답에서 약 2.48 Hz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서(EW) 방향 응답에서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진 관측 자료로부터 구해진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와 해당 주파수의 기초대비 증폭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naka and Goto[24]는 제 1발전소 6호기 및 제 2발전소 1호기의 격

납구조물 형태인 BWR Mark II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를 통해서 기초 대비 구조물의 1차 증폭 주파수가 약 3.4 Hz임을 보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발전소 1호기의 형태인 BWR Mark I에 대한 수치해

석과 강제진동실험(Forced Vibration Test)을 통해서 구조물 고유주파수

가 도출된 바 있는데, 각각 3.8 Hz와 4.0 Hz로 나타났다[25, 26].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에 비해서 동일본 대지진 시 관측된 구조물의 응답으로

부터 도출된 고유주파수는 3 Hz 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조물 

시스템의 고유주파수가 낮아진 주된 이유는 강한 지진동으로 발현된 하부 

지반의 비선형성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작은 진동

에 대한 평가 결과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더라도 구조

물 하부 지반의 변형률이 매우 작은 탄성 구간에 위치하며 수치해석에서도 

최대 전단탄성계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반 깊이에 따른 증폭현상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강한 지진동은 구조물 하부 지반의 강성을 감소시키

며, 이에 따라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이 고려된 전체 시스템의 강성이 감

소되어 계측된 고유주파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향

후 설계기준지진을 상회하는 설계초과지진에 대한 원자력 구조물의 안전

성을 평가할 때, 구조물 및 기기의 비선형 거동 특성 뿐 아니라 구조물 하부 

지반의 비선형 특성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a) EW (a) EW

(b) NS (b) NS

Fig. 9. Response Spectrum and Ratio of Response Spectrum for 

Reactor Building by depth af Fukushima Daiichi Unit 6

Fig. 10. Response Spectrum and Ratio of Response Spectrum for 

Reactor Structure by depth af Fukushima Daini Unit 1

Table 2. Dominant Frequency of Fukushima NPP site from Ratio of Response Spectrum of Reactor Building

Daiich (EW) Daiich (NS) Daini (EW) Daini (NS)

Fn 3.05 2.47 2.31 2.48

Amplification 4.44 6.00 1.9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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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Fig. 11은 격납건물 옆에 위치한 터빈건물에서의 높이에 따른 층별 응답

을 나타내었다. T2는 터빈 건물 기초면에 위치한 센서이고, T1은 터빈이 설

치되는 지상 2층에 위치한 센서이다. 응답스펙트럼 비로부터 최대 증폭이 

나타나는 주파수는 동서(EW) 방향과 남북(NS) 방향 모두 5 Hz 근처로 격

납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보였다. 이는 터빈건물이 격납

건물에 비해서 넓은 단면적과 낮은 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4.3 동일 높이에서 층응답스펙트럼 변화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지진해석은 집중질량 모델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각 층의 지진 시 응답은 하나의 절점 운동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기하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층에서도 측정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적 분포

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구조물의 동일한 층에서 위치에 따른 지진 

응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후쿠시마 제 2발전소 1호기의 격납건물 기초면에서는 Fig. 12(a)와 같

이 다양한 위치에서 수직 가속도를 계측하였으며, 이에 대한 스펙트럼을 

Fig. 12(b)에서 비교하였다. 모든 수직 운동 스펙트럼의 평균은 빨간색 실

선으로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1 Hz이하의 저주파 영역보다는 3 Hz근처

와 10 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남북

방향으로 멀리 위치하고 있는 V3과 R4 계측기의 응답에서 나타났으며, 남

쪽에 위치한 V3의 8.5 Hz의 스펙트럴 가속도가 약 0.6 g 정도 크다. 구조물 

기초면에서 수직 운동 응답의 변동성은 구조물의 증폭 특성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구조물 기초로 입사하는 자유장 운동들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센서의 명칭 (V: Vertical)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면의 계측은 대부분 수직방향 한 방향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

로 수평방향에 대한 계측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면 응답의 수평방향

에 대한 변동성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물에 의해서 증폭된 층응답스펙트럼들의 변화는 Fig. 13과 Fig. 14

에 나타내었다. Fig. 13은 후쿠시마 제 1발전소 6호기의 최상층(51.5 m)에

서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두 센서의 방향별 응답이다. 고주파 영역에서 작은 

차이들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는 후쿠시마 제 2발전소의 터빈건물에서 터빈이 위치한 2층(22 m)에 설치

된 계측기 응답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하나의 계측기(T1)는 터빈건물의 북

쪽 벽면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층의 중앙에 위치한 터빈의 

페데스탈(1-T1)에 설치되어 있다. 두 계측기록의 방향별 응답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동일한 층에 위치하더라도 가속도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평 방향 응답의 경우에는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보두 터빈건물 구조물의 

고유주파수인 4-5 Hz 근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수직 방향 응답의 

경우에는 20 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기초면에서와 

같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제 2발전소의 다른 3개 호기에서 관측된 결

과도 모두 수평방향응답에서는 구조물 고유주파수 부근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수직방향응답은 고주파영역에서 변동성을 보여 유사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관측결과는 구조물의 동일 높이에서도 위치에 따라 층응답스

(a) EW

(b) NS

Fig. 11. Response Spectrum and Ratio of Response Spectrum for 

Turbine Building by depth af Fukushima Daini Unit 1

(a) Sensor location at 2nd basement floor

(b) Response Spectrum

Fig. 12. Variation of Vertical Motions at Fukushima Dain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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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성의 크기 및 주요 주파수는 입

력 지진파 및 구조물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측된 지

진 기록들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의 공간적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반의 깊이별 계측 기록은 하부 암반에서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증폭

하였으며, 증폭은 상부 약 50 m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강한 지진동

에 의해서 발현된 지반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하여 응답스펙트럼 비로부터 

도출한 지반의 고유주파수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로부터 계산한 고유주파

수보다 작게 나타났다. 발전소 부지 지표면에서 최대 지반 가속도의 공간적 

변화는 최대 약 0.6 g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구조물 기초면의 응답 스펙트럼들을 설계 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 결과

발전소의 호기별로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지진동 세기가 더 큰 후쿠시마 제 

1발전소의 기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조물 기초면에 입력된 지진

파는 구조물 높이에 따라서 증폭되었으며, 계측 결과로부터 구한 고유 주파

수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고유주파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높

이에서 위치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초면에서 수

직응답은 위치에 따라서 스펙트럴 가속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구조물에서 

증폭된 응답은 구조물의 종류와 대상 주파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관찰한 지진파의 공간적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강진 시 높

이 및 위치에 따른 지진파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찰 되었으

며, 향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밀한 안전성 평가 시 적절히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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