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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가리와 원전의 지진 분석

개 요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 13

분 동해와 접한 일본 니가타(新潟)

현과 나가노(長野)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M) 6.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 다.

이 지진으로 니가타현 가시와자

키(柏崎)시에 있는 가리와 원전 2,

3, 4, 7호기의 가동이 자동 정지된

가운데, 3호기의 보조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 고, 비록 환경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6

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소

량의 물(1.2t, 1.07m3)이 누출되고,

100여개의 쌓아 놓은 방사성폐기

물 드럼통이 넘어지고, 건물 바닥이

갈라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동경전력 발표 자료). 가시와자키

가리와에는 7개의 원전이 운 되고

있으며, 동일 부지에서 세계 최대의

전력을생산하고있다.

이번 지진에서는 설계치를 최대

2.5배 상회하는 지진동의 발생으로

인해 원전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최초의 경우이며 원자력계뿐만 아

니라 많은 세계인의 관심을 유발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피해는 광범위하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 변압기

같은 전력 계통과 주요 기기의 화

재 및 손상 등 원전의 핵심적인 안

전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검토하 다. 

일본의 지진 및 원전 현황

일본은 세계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서

* 공동필자 : 박진희한국원자력연구원종합안전평가연구센터책임연구원 / 김민규한국원자력연구원종합안전평가연구센터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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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지

진은 사상 최대의 재산 피해를 일

으킨 지진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

져 있다.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우

리나라에서도 구조물의 내진 설계

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

기가 되었다. 

일본의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하

여 일본 열도에서 발생 가능한 지

진의 규모를 도시하여 <그림 1>에

제시하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본 열도에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의 지진은 규모 7에서

8.75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일본에서 발생

한 대형 지진과 원자력발전소의 위

치를 제시하 다. 그림에서는 우리

에게 잘 알려진 주요 지진의 발생

위치와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를 동

시에 도시하여 주고 있다. 

일본은 국토 전체가 지진 지역이

어서 일본의 원자력 시설은 내진 설

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

다. 일본에큰피해를안겨주었던대

규모의 지진들은 대부분 규모 6을

넘어서고 규모 7 이상의 강진도 많

이발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별히 니가타 지역은 2004년

에도 규모 6.8의 대규모 지진이 발

생하 으며,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

았으나 1964년에는 규모 7.5의 지

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니가타 지진 개요

<그림 3>에서는 지난 7월 16일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전경

<그림 1> 일본 열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
(Yoshiaki SHIBA, 경주, 2004)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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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니가타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현황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 6.8의 1차 지

진과 규모 5.6의 여진이 발생하

다. 

지진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해변으로부터 불과 9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 으

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관측

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

다.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에서도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도코전력 측은 이번 지진은 당초

내진 설계 때 반 했던 육지 쪽 2

개의 활성단층과는 다른 인근 근해

지하에 있는 단층이 움직이면서 일

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 다. 이번 지진의 개요를 <

표 1>에 정리하 다. 

금번 발생한 지진의 특징을 살

펴보기 위하여 동경대학교 방재과

학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주요 위

치에서의 지반 가속도 시간 이력을

<그림 4>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는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는 각 지

역에서의 수평 2 방향(동서 및 남

북)과 연직 방향(상하)에 대한 지

진 가속도의 시간 이력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진도와 최대 지반 가속도를 기록한

가시와자키(拍崎)시와 인근 도시

인 오지야(小千谷) 및 테라도마리

(寺泊)에서 관측된 최대 지반 가속

도는 각각 667gal, 454gal 그리고

<그림 2> 일본의 주요 지진 발생 일지 (한국일보, 2007.7.17)

<그림 3> 니가타 지진의 발생
(동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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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gal 이다. 

<표 1>에서 제시한 가시와자키

에서의 최대 가속도인 813gal은 동

서 방향, 남북 방향 및 연직 방향의

3방향에서 관측된 지진파 성분의

조합으로 나타낸 최대 지반 가속도

값이다. 

이 중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가시와자키시에서의 지진 가

속도 시간 이력을 가속도 응답 스

펙트럼으로 변환하여 <그림 5>에

도시하 다.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은 지진파의 주파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주파수 축에서 지진파의 응

답을 나타내준다. 그림에서는 지진

파의 3방향 성분에 대한 응답 스펙

트럼을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각각

EW(동서 방향), NS(남북 방향)

그리고 UD(연직 방향)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본지진

의 수평 방향 성분의 경우 0.4Hz 부

근에서 탁월 주파수가 형성되며,

10Hz  이상까지 그 응답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탁월주파수 대역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저

주파 및 고주파 역에서 설계 지진

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판단된다. 

원전의 경우는 1 Hz 이하의 저

주파 역에 해당하는 구조물과 기

기가 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

간-고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는 주

요 기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지진 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단일

플랜트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

력발전소이며 동경전력에서 관리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형태는

국내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BWR 형태의 원전이며 전체 호기

중에 3개 호기는 운전중, 3개 호기

는 점검중 그리고 1개 호기는 기동

중의 상태 다. 운전중 및 기동중

인 원자력발전소는 금번 지진에 의

해서 자동 정지되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현황

을 <표 2>에 정리하 으며 <그림

6>과 <표 3>에는 원자력발전소에

배치되어 있는 가속도계의 위치와

각 가속도계에서 계측된 최대 지반

가속도 및 설계 가속도를 정리하여

도시하 다. 

(a) 가시와자키(拍崎)                              (b) 오지야(小千谷)                           (c) 테라도마리(寺泊)

<그림 4> 2007 니가타 지진시 주요 지점에서의 지반 가속도 시간 이력
(동경대학교 방재과학기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eri.u-tokyo.ac.jp/)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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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내용

일본 언론과 동경전력에서 발표

한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피해

상황을 다음에 정리하 다. 가장

주된 피해 사례는 3호기 변압기에

서 발생한 화재와 6호기에서 발생

한 냉각수의 유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7>.
● 운전중이던 3, 4, 7호기와 기

동중이던 2호기가 자동 정지됨.
● 3호기 밖에 있는 변압기에 화

재가 발생, 12시경 진화됨. 절연유

누출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추정

됨.
● 6호기의 원자로 건물 3층에 있

는 방사선 비관리 구역 내에 방사

성 물질을 포함한 미량의 물이 새<그림 5> 2007 니가타 지진시 가시와자키에서 관측된 지진파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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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부가 바다에 배출됨. 배수량

이 적어 환경에 미치는 향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7개의 원자력발전소 모두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물이 넘쳐

나옴. 오후 3시 반경 발생한 여진

후에 1호기와 2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조의 수위가 저하되고 있

다는 경보 발생.
● 6호기원자로건물Crane 손상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의 작

업용 작업대 손상
● 3호기 원자로 건물의 기압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에도 이상

발견.
● 비상용 디젤 발전기실을 포함

한 일부 보조 빌딩에서 소화수로

추정되는 배관에서 누수 발생.
● 주배기관에 접속된 덕트의 파

손 발생.

(a) 지진계 배치 현황

(b) 계측된 최대 지반 가속도와 설계 가속도

<그림 6> 가시와자키 원자력발전소의 지진계 배치 및 관측 현황

<그림 7>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지진 피해 (7월 18일 연합뉴스)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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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내 변압기 들에서 절연유의

누출이 있으며 기초볼트 파손이 발

견.
● 일부 호기에서 터빈 건물 내

복수기 연결 배관, 급수 펌프의 손

상이 발생.
● 일부 송전선로 철탑 이상 징후

및 송전선 차단 발생.
● 일부 호기의 취수구 건물의 균

열 및 세척망 세정 펌프 기동 불가

발생.
● 일부호기소화설비이상발생.
● 부지 내 제방이나 도로에 균열

및 손상 발생.
●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원전

의 안전 정지에 향을 주는 안전

관련 계통의 손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본 대응 현황

● 아베 수상은 2007. 7. 16 밤

전국의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재해

대응 점검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경우 등에 대한 보고를 조기에 적

정하게 실시하도록 지시.
● 아마리 경산부 장관은 2007.

7. 17 새벽 도쿄전력의 카츠마타

항구 사장을 불러, 원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운전 재개를 보류하

도록 지시.
● 도쿄전력 측은 이번 지진을 일

으킨 단층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원전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등

안전성을 재확인할 방침임.

1. 변압기 화재 원인 분석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운 중

인 원전의 소내 전원 공급 계통은 <

그림 8>과 같이 안전 및 비안전 전

력 공급 계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전력 공급 계통은 다시 2개의

독립적인 계열(Train A & B)을 가

지고 있다.

안전 관련 전력 공급 계통의 전

력 공급 방식은 소외 송전망에서

소내에 설치된 Switchyard를 통하

여 공급받은 전력을 두 대의 독립

적인 소내 대기 변압기(Stand-by

Aux. XFMR)를 통하여 안전 관련

계통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

며 이 전원이 상실될 경우에는 두

대의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여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에

전원을 공급한다. 

비안전 관련 전력 공급 계통은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력을 주변압

기와 두 대의 독립적인 소내 보조

변압기(Unit Aux. XFMR)를 통하

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전

원이 상실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

내 보조 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도록 되어 있다. 비안전 관련 전

력 공급 계통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는 계통은 비상 디젤 발전기와

같은 비상 전원이 없다.

<그림 8> 국내 원전의 전력 계통도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변압기 화재 원인 및

지진 유발 CDF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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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 발생 변압기는 일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변압기 혹은

보조 변압기로 혼재되어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의 보도 자료 등을 검

토한 결과 비안전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한대의 소내 보조 변압기

(Unit Aux. XFMR)인 것으로 판단

된다.

금번 화재로 인한 동 원전의

향을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한 소

내 보조 변압기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던 한 계열(A 혹은 B Train)의

비안전 전력 계통의 전원공급이 상

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실된

비안전 전력 계통의 전원 공급은

대기 보조 변압기로 순간 혹은 수

동 전환되어 운전되었을 것이므로

소내 전원 공급에는 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압기 화재는 변압기 내 절연유

의 배관이나 변압기 절연유 탱크가

지진으로 파손되거나 열화 등으로,

절연유나 가연성 가스가 누설된 상

태에서, 지진으로 인한 아크(전원

공급 배선, 연결 Bushing이나 변압

기 냉각을 위한 Fan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동시 발생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재 방호 계통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참

고로 국내에서 수행된 지진 취약도

분석 결과에서는 소내 대형 변압기

나 스위치 야드에 설치된 Bushing

이나 애자 등이 지진에 가장 취약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원

전에서도 2002년 고리 1호기 주변

압기 출력선 및 Bushing의 열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

며, 화재 방호 계통이 적절히 작동

하여 10분 만에 진화된 경험이 있

음). 

만일 화재가 대기 보조 변압기에

서 발생했다면, 안전 계통에 전원

을 공급하는 한 계열의 전원 상실

이 발생했을 것이고 대기중인 비상

디젤 발전기가 기동되어 소내 안전

계통에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따

라서 디젤 발전기와 같은 비상 전

원 계통의 내진력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2. 지진 유발 CDF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

의 모든 구조물과 기기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격납 건물 및

보조 건물 등의 구조물은 주요 기

기에 비하여 큰 내진 성능을 가지

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것은 기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력 계통은 많은 전

력선이 애자 등에 복잡하게 연결되

어 있어 지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평

가(PSA) 결과를 보면 필수 전원

상실 사건이 노심 손상 빈도(CDF,

Core Damage Frequency)에 가

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국내 원전에 설치된 변압기들도

일본 원전의 변압기와 동일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했을 때, 설

계 지진 이상의 강진 발생시 일본

경우와 유사한 변압기 기능 상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사건의

진행은 동일한 경위를 보일 수 있

<그림 9> 지진 PSA에서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미치는 초기 사건 분석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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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에 설

치된 변압기들의 지진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절연유나 가연성 가스의 누설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화재 방호 계

통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할 필

요가 있다.

전력 계통의 지진 대책

1. 지진력 저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상디젤

발전기, 소외 전원(소외 변압기)

및 복수 저장 탱크 등의 주요 기기

의 지진력 저감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김민규 등, 2005). 

소외 전원 상실 사고가 지진 유

발 CDF에 미치는 향은 원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CDF의 약

10%에서 13% 정도에 달하며, 이

때 국내 소외 전원의 내진력은

0.15g로 평가되었다. 지진시 변압

기의 파괴 모드는 이번 일본의 경

우와 같이 절연유의 유출과 Bu-

shing의 파괴인 것으로 분석 되었

다.

소외 전원의 변압기에 면진 장치

를 설치할 경우 변압기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진력 저감 효과

는 변압기의 지진 내력을 80% 이

상 향상시켜 지진 유발 CDF를

1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2. 면진 장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의 주요 기기에 면진 장치를 설치

하는 것은 발생할 지진의 불확실성

을 저감하는 측면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면진 장치를 적용하는 기술은 교

량이나 건축물 등 일반 구조물에는

국내의 경우도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며 일본에는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적용되고 있는 구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진 장치는 지반의 진동으로부

터 구조물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

하여 구조물의 기초와 지반과의 사

이에 유연한 부재를 삽입하여 지반

으로부터 전달되는 지반의 진동을

차단시키는 장치이다. 

면진 장치를 적용하여 구조물로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개

념을 <그림 10>에 도시하 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진 장치

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력을 면진

장치가 흡수하므로 구조물에서의

층간 상대 변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면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 구조물의 변위가 증가하게 되

므로 허용 변위 한계를 고려하여

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면진 장치로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지

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고무

와 납을 사용한 납 삽입 고무 베어

링(LRB, Lead Rubber Bearing),

곡면의 마찰력을 이용한 마찰 진자

형 베어링(FPS, Friction Pen-

dulum System) 그리고 코일 스프

링의 탄성력과 점성 댐퍼의 감쇠력

을 이용한 스프링-댐퍼 시스템

(Spring-Damper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0> 면진의 개념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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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면진 장치

는 면진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 또는 기기의 무게, 형

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설

계되어야 한다. <그림 11>에 각 면

진 장치의 형상을 제시하 다. 

많은 국가에서는 차세대 원전을

위한 기술로서 면진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

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프랑

스의 Cruas Plant에 있는 4기의 원

자력발전소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Koeberg Plant의 2기의 원자력발

전소에서 격납 건물 전체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Tajirin, 1998). 

이외에도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에서는 1987년부터 10년간 고속

증식형 원자로(Fast Breeder

Reactor; FBR)의 면진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설계 기

준을 1997년에 발표하 으며, 이

후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Korea Advanced

Liquid Meal Reactor(KALIMER)

에 대하여 면진장치를 적용하는 연

구를 수행하여 납 삽입 고무 베어

링을 이용하여 면진하도록 하는 설

계 기준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 다.

원자로에 대한 면진과 더불어 원

전 개별 기기의 면진에 대한 연구

도 수행되어 왔다. 개별 기기에 대

한 면진은 기존의 원전에 대하여

상향 조정된 내진 기준을 만족시키

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서,

면진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경

제적으로 내진 보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원자력연구소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에서는 1991년

부터 1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원

전 기기의 면진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 다(Ebisawa 등, 2000). 

기기 면진에 대한 방법론과 전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 으며 실제

지진파와 진동대를 이용한 실증 시

험을 수행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전

의 비상 디젤 발전기에 대하여 3차

원 면진 장치를 적용하여 기기 진

(a) 납 삽입 고무 베어링 (b) 스프링-댐퍼 시스템 (c) 마찰 진자형 베어링

<그림 11> 면진 장치의 종류

<그림 12> 면진된 모형 비상 디젤 발전기의 진동대 실험

●●● 초점



2007/8ㆍ원자력산업ㆍ19

동과 지진력 저감을 위한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 연구를

전력연구원의 진동대를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이 수행한 바 있다

(전 선 등, 2006)

고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것

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국내 원전

은 일본에 비해 낮은 내진 설계 기

준에 따라 내진 설비를 갖추고 있

다. 이는 리스크 측면에서 현실적

인 지진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일본은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

하는 자국의 특성상 원전의 내진

설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원전 내진 설계 기준도 국내에 비

해 월등히 높이 설정하여 왔다. 그

러나 이번 지진에서 보듯이 세계

최초로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을

2.5배 초과하는 대규모 지진이 발

생하 다.

1. 안전여유도는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안전

하게 정지되었고, 노심 손상이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방

사성 물질의 누출과 같은 핵심적인

우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원전이 설계치보다 높은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반증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진으로 인한 기기 및

구조물의 손상 등 상태 변화는 정

한 검사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이며, 심각한 손상이 발견될 시는

장기간 운전 정지가 불가피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일부 바다로 누출된 1.2톤의 방

사성 물질을 띤 물은 그 향이 매

우 미미하고, 핵연료 저장고에서

넘친 물은 수조에 고이고 관리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진에 대한 관심 증가

국 내 에 서 도 2006년 11월

OECD/NEA와 KAERI, KINS 공

동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Meeting

on the 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Facilities를 개최하는 등 지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번 일본 지진의 경우에

서 보듯이 내진 설계치를 초과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 최대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등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 내진 설계 개념의 적절

성, 고주파수를 가지는 지진 등 새

롭게 발견되는 지진 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

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주파수특성지진에대비필요

가시와자키(拍崎)에서 관측된

지진 기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파의 특성이 고주파 성분이 탁

월한 경우 지진의 규모나 최대 지

반 가속도의 크기가 설계 지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주파수 진동

특성을 가지는 원전 안전 관련 기

기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고주파수 진동 특성을 갖는 변

압기 또는 비상 디젤 발전기와 같

은 주요 기기에 면진 시스템을 적

용하는 것은 비용 대비 내진 효과

가 상당히 크며, 지진파의 불확실

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시스템의 채택이 효율적일

수 있다.

4. 추가적인 기술 개발

지진이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가 중요하나, 지진 관련 분석은 매

우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특히

국내에는 지진 재해도 평가 기술

및 기기 취약도와의 연계 평가 기

술 등 일부 기술이 아직 미비한 상

태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부

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를 이미 시작하 으므로,

향후 몇 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

술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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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지진과 내진 상식

지진이란

정의: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지

각변동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

가 단시간에 외부로 분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표의 흔들림

현상

지진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규모 3.0 이상의 지진

이 100,000회 이상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와 일본 및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규모별 지진의 빈도를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1. 지진의 발생 원인

판구조론은 1912년 독일의 지

질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

서 주창되었으며 현재 지구의 지각

은 약 2억 년 전에 판게아라는 하

나의 초대륙으로부터 대륙이 갈라

져서 이동하 다는 이론이다. 

지금도 각 대륙판들은 조금씩 이

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에 의해

서 판의 경계에 축적된 에너지가

일시에 분출되어 지표의 흔들림으

로 나타나는 것이 지진이다. 

<그림 13>에는 지구의 판구조

를, <그림 14>에는 세계의 지진 발

생 빈도를 도시하 다. 판의 경계

면과 지진의 발생 빈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지구의 판구조

<그림 14> 전 세계 지진 발생 빈도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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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의 관측 및 크기

가. 지진의 요소

지진파는 지각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단층에서 발생하여 지반을 통

과하며 감쇄되어 지표면에 도달하

게 된다. 지진이 발생한 지각 내부

의 지점을 진원(Hypocenter)이라

고 하며 진원으로부터 연직 방향의

지표면은 진앙(Epicenter)이라고

한다<그림 15>. 

지진에 향을 받는 구조물은

진원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 향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지

진파가 통과하는 지반의 물성에

따라서 지진파의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지진의 발생 위치는 지표면상 여

러 지진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기

록을 바탕으로 하여 각 관측소로부

터 진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여 추

산할수있다. 이와같은방법은지하

에서 수행한 핵실험으로부터 발생한

진동을 추산하여 핵실험의 위치를

추정하는데도사용되기도한다. 

나. 지진의 크기

규모: 지진의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 즉지진에의해서방출되는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실제적인지진의크기를표현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규모(Magnitude)이며 리히터에 의

해서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리히

터 규모라고도 한다. 지진의 규모와

발생하는 에너지와의 관계는 다음

식과같다. (E는에너지, M은규모)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선형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규모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3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진도: 지진에 의한 흔들림과 피

해 정도를 표시해주는 척도로서

동일한 지진에 의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됨

진도는 동일한 지진에 의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된

다. 진도 표시 체계는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라고 하

는 일본 기상청의 진도 계급, 유럽

의 RF(Rossi-Forel) 진도 계급,

동유럽에서 사용하는 MSK(Me-

dvedev-Spoonheuer-Karnik)

진도 계급,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

하고 있는 MMI(Modified Mer-

calli Intensity) 진도계급이 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MMI

진도 계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1년부터 MMI 진도를 사용하고

있으며일본의 JMA 진도계급은일

본에서 지진이 빈발하기 때문에 널

리알려져있는진도계급이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진도라고

했을 때는 MMI 진도를 의미한다.

MMI 진도를 중심으로 진도 계급

의 정의를 <표 5>에 정리하면서

JMA 진도 계급과의 차이를 구분

하 으며, 또한 각 진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진 규모를 같이 정리하

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진

<그림 15> 지진의 발생과 전파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의 규모에 따른 에너지는 TNT 폭

탄의 양으로 환산하여 이해를 쉽게

하 다. 

최대 지반 가속도: 중력 가속도

‘g’의 배수로 표현

일본에서는 gal로 표현, 1gal=1

cm/sec2

지진의 크기는 또한 지반 가속도

로 정의되기도 한다. 지진계에서

계측되는 진동값이 일반적으로 가

속도 시간 이력으로 표시되기 때문

이고 또한 내진 설계를 수행할 때

실제적인 지진력으로 표현하기 위

함이다. 

지반가속도는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g'의 배수로서 표현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

준이 0.2g라고 하는 것은 중력 가

속도의 20%에 해당하는 힘에 견딜

<표 6>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고유 진동수

구조물 형   상 고유 진동수

격납 건물 4-5Hz

7-8Hz

1Hz 미만

33Hz 이상

약 15Hz

보조 건물

고층 건물

비상디젤발전기

변압기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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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반 가속도의 단위

로 ’gal'을 사용한다. ‘gal'은 을 나

타내는 일본식 단위로서 중력 가속

도는 9.8(980)이므로 만약 일본에

서 발생한 지진의 지반 가속도가

'490gal'이라면 '0.5g'로 환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최대 지반

가속도뿐 아니라 지진파의 주파수

특성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구

조물 자체의 고유 진동수와 발생한

지진파의 진동수 특성이 일치할 경

우 공진 현상을 일으켜서 더 큰 피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응답 스펙트럼은 각 주파수 성분

에서의 응답 가속도를 표현함으로

써 지진파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

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파의 탁월 주파

수는 3Hz-8Hz 정도이나 최근 국

내 지진파의 주파수 특성이 20Hz

이상의 고주파수 성분인 것으로 밝

혀져서 고진동수 성분의 원전 기기

들에 더 큰 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 <표 6>에 주요 구조

물의 고유 진동수 범위를 정리하

다. 

3. 7월 16일 니가타 지진의 크기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규모, 진도 그리

고 지반 가속도 등이다. 지반 진동

의 진동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파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니가타 지진의 현황

에 대해서 주요 일간지에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기사에서

“진도 6.8의 지진 발생”등과 같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진

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성적인

개념이므로 소수점 이하의 값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일본 NHK 방송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조선일보에서 게재한 일

본 열도에서의 진도도(震度圖)를 <

그림 16>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앙에서 가까운

위치에서는 일본 기상청 진도로 진

도6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향

이 상당히 먼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일본 지진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기사의 형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6일 일본 니가타 현

에서 발생한 지진은, 바다쪽

9Km(진앙), 해저 17Km에 진

원을 둔, 규모 6.8의 강진으로

서, 가시와자키(拍崎) 지역에

진도6강을 기록하 으며, 최대

가속도는 가시와자키시에서

0.830g(813gal, 1gal=0.01㎨)

로 관측되었다.

국내외 주요 지진

1. 한반도의 지진

역사 지진: 역사책 등에 기록된

지진 기록

계기 지진: 국내에 지진계가 설

치되어 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1905년부터 이후의 지진 기록

가. 역사 지진

<그림 17>에서는 삼국사기에 나

타나 있는 지진의 기록을 예로 보

<그림 16> 니가타 지진시 진도 분포 (7월 16일 인터넷 조선일보)

│일본니가타지진과원전의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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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경

주 지방에 땅이 흔들리고 민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

는 기록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실제의 지진

크기를 추정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기록이지만“민가가 무너졌다”는

기록과“땅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정성적으로 그 지진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집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근

거로 실제 지진의 크기를 추정하고

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그림

18>과 같이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초가집 모형을 제작하

여 진동대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지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해

당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실험 결과와 계기 지진

기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진

재해도를 작성하게 된다. 

나. 계기 지진

본격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

후의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빈도

를 <그림 19>에 도시하 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진계의

설치가 늘어나고 계측의 감도가 좋

아지면서 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 측면이 크다. 또한 한

반도에서 발생한 주요 지진 현황을

<표 7>에서 정리하 다. 

<그림 17> 역사 지진 기록 (삼국사기)

<그림 18> 진동대를 이용한 초가집의 지진 실험 (최인길 등 2002)

●●●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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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의 주요 지진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

진은 세계적으로 매년 100,000회

정도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유발시

키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매년

10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02

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지진들을 표 8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지진에 의해서 많은 인명의 피

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2004년 인도네시아에

서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으로 인하

여 28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

생한 것은 우리의 기억에도 아직

생생히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외국의 사례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음

에도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될 것이다.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 절차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는 구조

물 및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안

전 등급(Safety Class) 및 내진 등

급(Seismic Category)을 부여하

고 각각의 등급에 따라 내진 설계

를 수행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지대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보수적인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경우 일반 구조물

설계시에 반 하지 않는 다양한 극

한 하중을 반 하여 설계한다. 그

예로 지진하중, 항공기 충돌, 쓰나

미, 중대 사고 에 의한 내압 등을 들

수 있다.

운전 기준 지진(Operating Ba-

sis Earthquake, OBE) :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성에 중요한 시설물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건설

되어야 함.

안전 정지 지진(Safe Shutdown

<그림 19> 한반도의 연도별 지진 발생 현황 (기상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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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SSE) : 부지에서 발

생 가능한 최대 지진으로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은 이

러한 지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원전 시설은 운전 기준 지진(O-

perating Basis Earthquake;

OBE)과 안전 정지 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의

두 가지 수준의 지진에 대해 설계

한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 지진 수준은

SSE가 0.2g 또는 0.3g, OBE는

SSE의 1/2 수준을 적용하여 왔다.

중수로형인 월성 원전의 경우 캐나

다의 내진 설계 기준(CSA)에서 제

시하고 있는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 으며 나머지 일부 초기 원

전을 제외하고는 한국형표준원전

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

시하고 있는 표준 설계 응답 스펙

트럼을 사용하여 설계하여 왔다

(US NRC 1973). <그림 20>은 두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다.

설계 스펙트럼은 원자력발전소

의 위치와 부지의 특성에 따라 달

라진다. 예를 들면 US NRC에서 제

시한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

기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지

반의 특성이 상이한 미국 중동부

지역에 동일한 스펙트럼을 사용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암반 지반을 가진 동<그림 20>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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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의 경우 고진동수 특성을

나타내는 지진 특성을 저평가 하고

있는 반면 저진동수 성분에서는 과

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

적 지반의 서부 지역에서는 저진동

수 특성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도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타당성

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설계

지진 설정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표준 응답 스

펙트럼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분석에 근거

한 설계 지진 설정 방법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결정론적 방법의 보완책으로 확률

론적 방법을 추가한 설계 지진 설

정 방법으로 내진 설계 기준을 개

정중에 있다.

<그림 21>에서 원전의 내진 해

석 및 설계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a) 지반 운동의 결정 ; 단층 등

의 지진원으로부터 발생한 지진파

가 지반을 통과하여 지표면에 도달

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원자력발전

소의 설계시 사용할 입력 지반 운

동을 결정한다.

(b)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해

석 ;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의 중량이 큰 구조물은 지반으로부

터 전파되는 지진파에 의해서 지반

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결정짓게 된다.

(c) 구조물 내진 설계 및 층응답

스펙트럼의 산정 ; 결정된 지반 운

동을 이용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하

여 설계를 수행하며 또한 층응답

스펙트럼(구조물의 각 층에서의 발

생하는 지진응답)을 산정하여 기기

의 지진 응답 해석시 입력 운동으

로 사용하게 된다.

(d) 기기의 내진 설계 ; 결정된

층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각 층

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기기의 지

진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

탕으로 내진 설계 및 기기 내진 검

증 시험을 수행한다. 

맺음말

2007년에는 1월 20일에 규모

4.9의 오대산 지진이 발생하여 국

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7월 16일 일본의 니가타 현

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하여 가동중 원자력발전소가 가

동 정지하며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의 발생 위치와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진의 발

생 가능 확률을 유추하는 것은 현

재의 기술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림 21>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해석 및 설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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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은 불가능하지만 발생 가능한 지진

에 대한 대처 또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충분한 가능한 부분이다. 

에너지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자

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 이번 일본 지진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참고 문헌>
● F. F. Tajirian, Base Isolation

Design for Civil Components,

and Civil Structures, Pro-

ceedings Structural Engineers

World Congress, San Francisco,

California, July, 1998.

● In-Kil Choi, Jeong-Moon

Seo, Estimation of historical

earthquake intensities and

intensity-PGA relationship for

wooden house damages, Nu-

clear Engineering and Design,

212 (2002) 165-182.
● K. Ebisawa, K. Ando, and K.

Shibata, Progress of a Research

Program on Seismic Base

Isolation of Nuclear Com-

ponent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198, pp.61-74,

2000.
● Louie, J. "What is Richter

Magnitude?" Oct. 1996. Nevada

Seismological Laboratory, 
● US NRC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1973.

● Yoshiaki SHIBA, Prediction

of Strong Ground Motions Based

on Seismic Fault Model, 원전의

내진안전성 평가 워크숍, 경주,

2004.
● Young-Sun Choun, Min-

Kyu Kim, Seismic Isolation of an

Emergency Diesel Generator by

a Coil Spring-Viscous Damper

System, 한국원자력학회 2006 춘

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6. 강촌
●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

w.kma.go.kr/neis/」
● 김민규, 전 선, 서정문,

Effects of a Seismic Isolation an

Offsite Transformer on Seismic

Capacity and Core Damage

Frequency, 2005년 춘계 원자력

학회 학술발표회, 제주, 2005.

●●●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