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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확률론적 지진위험도 평가(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PRA)에서는 지진재해도를 등재해도응

답스펙트럼(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 UHRS)으로 나타내는 것

이 일반적이며[1], 관련 연구에서도 활용되어 왔다[2-5]. UHRS는 진동수

별 스펙트럼가속도의 지진재해도곡선에서 동일한 연간초과빈도에 해당되

는 스펙트럼가속도를 읽어서 스펙트럼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지진재해도

곡선은 지진원의 지진발생빈도 및 공간적 분포,지반운동예측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지반운동예측식은 개별 진동수의 스펙트럼가속도 사이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얻어진 

UHRS 역시 개별 진동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지진에서 모든 진동수의 스펙트럼가속도가 UHRS와 같은 형태로 분포할 가

능성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UHRS는 지진응답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6]. 

UHRS의 보수성에 대한 대안으로 조건부스펙트럼(conditional spectrum, 

CS)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CS는 특정한 통제진동수에서 UHRS와 동일

한 수준의 스펙트럼가속도가 발생한 경우에 나머지 진동수에서 예상되는 스

펙트럼가속도 수준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이다. 통제진동수를 중심으로 진동

수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나머지 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럼가속도의 확률분

포가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CS의 중앙값 스펙트럼은 통제진동수를 제외한 

진동수에서는 대체로 UHRS보다 낮아지게 된다[6]. 이 스펙트럼은 규모와 

진원거리의 조건에 대하여 보다 실제에 가까운 응답스펙트럼 형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UHRS의 대안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서 사용되고 있으

며[7-11], 원전 구조물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2-15]. 

과거에는 개별 지진의 응답스펙트럼 형상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요철 

형태를 무작위성(randomness)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중앙값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불확실성에 의한 대수표준편차를 지진취약도함수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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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개별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요

철 형태를 포함한 모든 무작위성이 지진재해도곡선의 확률론적 정의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UHRS는 중앙값 스펙트럼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대

수표준편차를 도입하지 않는다[1]. 반면에 CS는 통제진동수에서만 지진재

해도분석에 기초한 연간초과빈도가 정의되므로 나머지 진동수에 대해서는 

무작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값 스펙트럼이 UHRS보다 낮다고 하

더라도 무작위성의 고려가 요구되는 CS를 적용 시 UHRS보다 낮은 지진위

험도가 도출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7-15]와는 달리 CS의 정량화된 확률분포에 부합하

도록 조정된 지진파를 적용하여 원전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를 평가하는 절

차를 제시하고 CS의 작성에서 중요한 변수인 통제진동수의 선정에 대한 비

탄성 거동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엄밀한 취약도 평가를 

위해 내진역량(seismic capacity)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에 기초한 지진취약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지진입력 응답스펙트럼의 유형별로 지반운동의 시간이

력을 수집 및 보정하여 증분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진입력 응답스펙트

럼의 유형별로 지진취약도함수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앙값 성능 및 

HCLPF(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 성능을 산정하여 상

호 비교하였다.

CS의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탄성해석에 CS를 적용하여 지진취

약도 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17, 18], 이 연구에서는 비탄성에너지 흡수 

거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비선형 집중질량막대모델 

(lumped mass stick model)을 사용하여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모델링의 기본적인 절차는 Choi et al.(2006)의 연구에 제시된 방법

을 참조하였다[2, 3]. 다만, 한계상태에 전단변형 이외에 휨변형에 의한 한

계상태를 추가하여 평가하였으며, 전단변형의 한계상태는 건물 최상부 변

위로 환원하지 않고 개별 부재를 기준으로 보다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하였

다. 또한 구조물의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모델링에 반영하였다. 

2. 격납건물의 수치해석모델

2.1 선형탄성 모델

이 연구에서는 APR 1400 원전의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19]. 해석모델은 집중질량막대모델(lumped 

mass stick model)로서 총 18개의 절점으로 나누어 원통형 벽체를 12개 부

재, 돔 부분을 5개 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격납구조물의 규모와 모델의 형

상을 Fig. 1에 도시하였다. 이 모델의 요소 분할과 질량 분포는 Park(2019)

에서 3차원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토대로 도출된 집중질량막대모델에 기초

하고 있다[18]. 다만 이 연구에서 휨 변형의 골격곡선은 2.2에서 설명하는 

비선형 단면해석을 통해 도출되었고 균열 발생을 모사한다. 따라서 

Park(2019)에서 선형해석모델에서 균열상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중앙값 강성계수 0.7을 적용하지 않았다[18]. 따라서 기존 연구에 비해 진

동수가 증가하고 질량참여율에도 변동이 있다. 기존 모델과 수정된 모델의 

모드별 고유진동수 및 질량 참여율을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교하

는 두 수평방향의 특성은 모두 동일하다. 선형 및 이하에서 기술하는 비선형 

집중질량막대모델은 모두 MIDAS/Gen으로 모델링하였다.

2.2 비선형 모델

집중질량막대모델에 소성힌지 및 소성전단변형 스프링을 입력하여 비

탄성모델을 작성하였다. 수직 캔틸레버형상으로서 비탄성 거동은 구조물 

하부에 국한된 것으로 가정하여 원통형 벽체만 비탄성으로 모델링하고 상

부의 돔 부분은 탄성으로 모델링하였다. 비탄성모델에 적용된 재료모델의 

중앙값은 Table 2와 같다. 인접한 2개 요소는 동일한 속성으로 모델링하였

으며, 하부에서부터 홀수 번째에 해당되는 5개 요소의 골격곡선을 Fig. 2에 

도시하였다.

휨 소성힌지의 골격곡선은 JEAG 4604-1987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Fig. 2(a)와 같이 삼선형으로 작성하였다[20].삼선형 골격곡선에서  , 

는 각각 콘크리트의 인장균열과 최외곽철근의 항복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의 휨모멘트이며, 는 JEAG 4604-1987에서 제시된 극한 곡률에 해

당되는 휨모멘트이다. 삼선형 골격곡선을 정의하는 세 점은 비선형 단면해

석을 통해 얻어지는 비탄성 휨모멘트-곡률 관계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콘

(a) 3D finite element model (b) Beam-Stick model

Fig. 1. NPP containment building model [17, 18]

Table 1. Natural frequencies and mass participation factors for the 

median model 

Mode
Natural frequency (Hz) Mass participation ratio (%)

Park, 2019 This study Park, 2019 This study

1st 3.47 3.61 74.2 75.9

2nd 9.96 11.1 16.7 8.92

3rd 17.1 19.8 0.66 1.44

Table 2. Median value and uncertainty for modeling parameters

Modeling parameter Median value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1]

 (MPa) 41.4 0.14

 0.002 0.17

  (MPa) 3.41 0.13

  (MPa) 455 0.06

  (MPa) 1810 0.06

Shear strength equation 1 0.16

Damp (%) 0.0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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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은 Mander에 의해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1], 항복 후 강도의 증가는 철근의 변형경화에 기인한다. 휨 소성힌지는 

각각의 요소 하단에 입력하였다. 이력거동에는 강성저감 삼선형(degrading 

trilinear)모델을 적용하였다[20]. 

원통형 벽체의 비선형 전단변형은 보 요소에 소성전단변형 스프링을 입

력하여 모델링하였으며, Fig. 2(b)에 도시한 것과 같이 삼선형 골격곡선으

로 작성하였다. 균열 및 항복강도에 해당되는 두 점의 강도는 JEAG 

4604-1987을 참고하여 식 (1) 및 (2)로 결정하였다[20]. 세 번째 점을 정의

하는 극한강도는 Ogaki et al.(1981)이 제시한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된 원

통형 벽체의 극한강도식 (3)을 적용하였다[22].

     MPa (1)

   (2)

    


≦ MPa (3)

여기서,

 





 
 


 
 





MPa (4)

또한, ,   및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철근 및 텐던의 항복강도

(MPa)이다. 와 은 원주 및 수직방향에 대한 철근비를, 와 은 원

주 및 수직방향에 대한 텐던의 철근비를 나타낸다. 또한 와 은 고정하

중 및 내압에 의해 발생한 원주 및 수직 방향의 응력(MPa)을 나타낸다. 골

격곡선의 처음 두 점의 전단변형률은 각각    및   으로 정의

되며, 는 콘크리트 전단탄성계수이다. 마지막 점의 전단변형률 는 후술

할 허용전단변형률을 적용하였다. 작성된 골격곡선을 전단력으로 환산하

기 위한 유효전단면적 은 식 (5)와 같다[1].

 


× ×
(5)

여기서, 와 는 벽체의 중심선의 직경 및 벽체의 두께를 나타내고, 는 

유효전단면적 계수로서 식 (6) 및 (7)과 같다.

(a) Degrading trilinear for bending

(b) Peak-oriented model for shear

Fig 3. Hysteresis from nonlinear dynamic analysis

(a) Bending

(b) Shear

Fig. 2. Skeleton curves for different nonlinea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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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 (7)

여기서, 는 벽체의 외경을 나타내며, 과 는 각각 작용모멘트 및 작용

전단력으로서 1차 모드에 의한 지진력 분포를 가정한 선형정적해석으로부

터 산정하였다. 이력거동에는 최대점지향(Peak-oriented) 이력모델을 적

용하였다[20]. 휨 소성힌지와 전단 소성변형 스프링에서 나타나는 이력거

동의 일례를 각각 Fig. 3(a) 및 (b)에 도시하였다.

2.3 한계상태

벽체의 한계상태는 ASCE 43-05에서 ‘제한된 영구변형’발생에 해당하

는 Limit State C로서 기준이 되는 변형한계는 EPRI 3002012994에 제시

된 중앙값 및 대수표준편차를 따랐다[1, 23]. EPRI 3002012994에서는 전

단벽을 휨지배거동과 전단지배거동 구분하여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거동의 판단기준으로서 벽체의 높이/길이 비율인 가 2 이

상이면 휨지배, 그렇지 않으면 전단지배로 본다. 예제 격납건물의 경우에 

길이를 외경으로 보고 높이에 상단의 돔을 포함하면 =1.58, 돔을 제

외하면 1.11로서 외견상 전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ASCE 43-05에서는 횡변위비를 층간변위비로 정의하지만, 격납건물의 경

우에는 명확하게 층이 구분되지 않는 수직 캔틸레버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대상 구조물의 전단경간비를 양단 고정의 순경간으로 환산하면 는 

상기 계산값의 2배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휨지배거동의 한

계상태와 전단지배거동의 한계상태를 모두 고려하였다. 한계상태 기준 횡

변위비는 휨지배거동의 경우 원통형 상단의 횡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

으며, 전단지배거동의 경우 분할된 요소의 순수 전단변형률 가운데 최대값

을 적용하였다. 중앙값 허용기준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3. 지반운동

3.1 등재해도응답스펙트럼

대상 부지에 대해서 CS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UHRS를 도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UHRS는 경남 고리 지역의 연간초과빈도 

1/10,00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Park, 2019)에서 도출된 것과 동

일하다[17, 18]. 지반운동예측식은 Atkinson and Boore(2006)가 미국 중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전단파속도    ms인 지

반조건에 해당되며, 별도의 부지응답해석이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은 고

려되지 않았다[24]. 

3.2 조건부스펙트럼

CS의 형상은 통제진동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연구에서 CS를 산정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진동수는 세 가지를 고려하였으며 각각 구조물의 1

차 고유진동수의 약 1/2, 1차 및 2차 고유진동수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통제진동수는 =1.85 Hz로서 선행연구에서 중앙값 모델의 비탄성 

에너지흡수계수 산정시 사용된 연성도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 통제진동

수에 해당되는 스펙트럼가속도는 기준이되는 UHRS상에서 선택하게 되

며, 이 연구에서는 앞서 3.1에서 산정한 UHRS를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순서의 통제진동수에 대하여 도출된 CS를 각각 CS1, CS2 및 

CS3으로 표기한다.

CS의 진동수간 상관관계는 통제진동수의 스펙트럼가속도가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예측된 중앙값에 비해 얼마나 더 높은지를 나타내는 입실론

(epsilon) 계수를 사용하여 정의되며, 지진의 규모와 진원거리의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통제진동수에서 지진재해도를 분해(deaggregation)하여 결

정되는 지배적인 지진 특성(규모와 진앙거리의 조합)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각각의 통제 진동수에서의 지진재해도분해 결과는 

Fig. 4와 같다. 통제진동수가 높아질수록 근거리, 낮은 규모 지진의 기여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규모 6.2~6.4, 진앙거리 10~20 km의 기여도가 가

장 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3.3~13.6%로서 단일 지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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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aggregation of UHRS at each control frequency [18]

Table 3. Median allowable drift ratio and uncertainty for the limit 

state C of ASCE 43-05 [1]

Category

Median 

allowable 

drift ratio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Bending 

controlled walls

  ′ MPa 0.007

0.34  ′ MPa 0.009

Shear controlled walls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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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거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Lin et al.(2013)은 복수의 시나리오의 기여도에 기초하여 CS의 중앙

값과 대수정규분포에 기초한 표준편차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25]. 여기

서는 이를 적용하여 Fig. 4의 지진재해도분해에 나타난 모든 시나리오의 기

여도를 합산하여 CS의 중앙값 및 표준편차를 산정하였다. Fig. 5에 UHRS

와 함께 CS1, CS2 및 CS3의 중앙값 스펙트럼을 도시하였다. 각각의 CS가 

통제진동수에서 UHRS와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지반가속도 시간이력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위해 UHRS와 CS1, CS2, CS3에 부합하는 지

반운동기록을 각각 30쌍씩 선정하였다. UHRS의 경우에는 확률론적 지

진위험도평가에서 지반운동의 무작위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스펙트럼 

매칭을 통해 파형을 수정하였다[26]. 조정된 지진파와 목표 UHRS를 Fig. 

6에서 비교하였다. CS의 경우에 통제진동수 이외의 진동수에서는 지반운

동의 무작위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Jayrem and Baker(2011)의 알고리즘

에 따라 대수정규분포에 따르는 가상의 무작위적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각

각의 무작위적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파를 선정하였으며, 스펙트럼 매

칭 없이 진폭 조정만 수행하였다[27]. 조정된 지진파와 목표 CS의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CS의 중앙값과 2.5%, 97.5% 신뢰도 구간이 굵은 점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중앙값과 분산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UHRS and median CS for annual frequency of exceedance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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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HRS and spectra for spectrally matched groun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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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CS and spectra for selected ground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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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취약도 평가절차

4.1 무작위성의 모델링

이 연구에서 지진위험도평가에 반영된 무작위성은 지반운동의 무작위

성이다. UHRS의 경우에 스펙트럼 매칭을 통해 스펙트럼 형상의 무작위성

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CS의 경우에는 통제진동수를 제외한 영역에서 무

작위성을 갖는 30개 목표스펙트럼을 사용함으로써 스펙트럼 형상의 무작

위성을 반영하였다. UHRS와 CS에 공통적으로 비선형 해석결과에는 시간

이력의 위상차에 의한 무작위성이 포함된다. 지반운동의 무작위성에 의한 

대수표준편차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앙값 모델을 대상으로 30쌍으로 구성

된 지반운동 세트를 적용하여 증분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4.2 불확실성의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재료속성, 전단강도식, 한계상태기준 및 감쇠비의 불확

실성을 지진위험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각각은 모두 대수정규분포에 따

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대수표준편차는 EPRI 3002012994에 제시

된 값에 따랐다. 재료강도를 포함하여 모델링 변수의 항목별 대수표준편

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단강도식의 불확실성은 재료강도의 불확

실성을 반영하여 식 (3)으로 산정한 에 추가적으로 난수를 곱하여 반영

하였으며, 과 에도 동일한 계수를 곱하여 비례적으로 변동성을 반영하

였다. 허용기준의 경우에는 엄밀히는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여 각

각 


 , 


 을 적용하여야 하나 해석과정의 편의를 위해 결합 

대수표준편차 


 를 불확실성에 일괄 적용하였다.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반운동과 동일하게 30세트의 

모델링 변수를 도출하였다[28]. 각각의 변수 세트를 적용하여 산정된 최하

단 요소의 휨 및 전단 소성힌지 골격곡선은 각각 Fig. 8(a) 및 (b)와 같다. 휨 

소성힌지는 중앙값 모델에 비해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단소성힌지는 재료강도 이외에 전단강도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하에서 변동

성이 반영된 모델은 중앙값 모델과 구분하여 LHS 모델로 표기한다.

4.3 증분동적해석

지진취약도함수 산정을 위해 증분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29]. 지반운

동의 세기는 PGA로 정의하고, 100 Hz에서의 스펙트럼가속도를 적용하였

다. 지반운동은 UHRS의 경우에 연간초과빈도 1/10,000인 목표스펙트럼

의 PGA를 0.2 g에서 6.0 g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배율을 목표스펙트럼에 

따라 조정된 전체 30개 지반운동 시간이력에 일괄 적용하였다. CS의 경우

에는 목표스펙트럼이 통제진동수에서 연간초과빈도 1/10,000의 UHRS와 

동일한 스펙트럼가속도를 갖도록 Fig. 5와 같이 조정된 상태를 기초로 하여 

앞서 UHRS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배율을 전체 지반운동 시간이력에 곱하

여 지반운동의 세기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지반운동 세기의 각 단계별로 중

앙값 CS는 통제진동수에서 UHRS와 동일하지만 PGA는 다소 작다. 

지반운동 세기별로 각각의 지진재해도에 부합하는 지반운동의 응답스

펙트럼을 도출하고 지진파를 조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만, 지

진파의 선정과 조정에 드는 노력을 감안하여 대표 지반운동 세기를 기준으

로 도출된 응답스펙트럼 및 그에 맞춰 선정 및 보정된 지반운동을 배율조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

5. 지진취약도 평가결과

5.1 손상 유형

비선형동적해석결과를 토대로 지진취약도함수를 산정하였다. 지반운

동 세기의 각 단계별로 휨 또는 전단 중 어느 하나의 한계상태 기준에 도달

하면 손상으로 간주하여 단계별로 손상 빈도수 및 확률을 산정하였다. 

UHRS를 지진입력으로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전단지배 벽체의 허용기준

만 고려한 경우와 휨지배 벽체의 허용기준만 고려한 경우 및 두 가지 허용기

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의 손상 빈도수를 Fig. 9에서 비교하였다. 중앙값 모

델의 해석결과를 나타낸 Fig. 9(a)에서는 휨지배 벽체의 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고려된 LHS 모델의 경우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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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keleton curves for LHS models with variability for the 

element at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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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부터 휨지배 허용기준의 초과가 발생하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과

적으로 휨변형은 손상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면 관계상 CS의 손

상빈도수를 생략하였으나 동일한 경향이 나타남을 밝혀둔다.

5.2 지진취약도함수

지진취약도함수에 사용되는 지반운동의 세기지표(intensity measure, 

IM)는 증분동적해석과 동일하게 PGA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PGA는 CS 

산정의 기준이 되는 UHRS의 PGA를 의미하며 개별 지반운동의 PGA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지반운동 세기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확

률론적 지진요구모델(probabilistic seismic demand model)의 적합도 분

석에 사용되는 efficiency, proficiency, practicality, sufficiency 등의 보

다 상세한 지표를 분석하여 선정할 수 있다[30, 31].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

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확률론적 지진요구모델을 작성하지 않고 손상 

빈도수를 직접 이용하여 취약도함수를 도출하였으며, 통제진동수의 영향

을 주요 비교분석 항목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럼

가속도보다는 PGA를 지반운동의 세기지표로 설정하였다. 증분동적해석

에서 도출된 손상 빈도수를 토대로 대수정규분포함수 형태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였다. PGA = 6.0 g까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손상확률이 최

대 70% 수준으로서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하여 취약

(a) Median model 

(b) LHS Model 

Fig. 9. Number of failure from IDA for the seismic input in UHRS 

(a) UHRS

(b) CS1 with  ≈

(c) CS2 with   

(d) CS3 with   

Fig. 10. Seismic fragility curves for media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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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을 적용하여 대수정규분포함수의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추정하였다[32]. 

중앙값 모델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수와 불확실성이 반영된 LHS 모델의 지

진취약도함수를 Figs. 10 및 11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s. 10 및 11의 가로

축은 4.3에 기술한 바와 같이 CS의 통제진동수에서 동일한 스펙트럼가속

도를 갖는 UHRS의 PGA를 나타낸다. 각각의 지진취약도함수에 대하여 중

앙값 PGA 및 대수표준편차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지진취약도함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분동적해석의 단계별

로 산출된 손상확률을 원형표식의 형태로 Figs. 10 및 11에 표시하였다. 증

분동적해석에서 얻어진 단계별 손상확률은 대수정규분포와 잘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5.3 중앙값 성능

지진취약도함수의 중앙값은 대상구조물이 저항할 수 있는 중앙값 지진

세기로서 이 연구에서는 PGA로 정의하고 Table 4에 으로 표기하여 열

거하였다. 중앙값 모델의 경우에 UHRS, CS1 및 CS2의 중앙값이 5.3~5.6 

g로서 유사하고 CS3의 경우에 7.9 g로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진다. CS3

의 경우에 Fig. 5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1차 모드에서 다른 응답스펙트럼에 

비해 스펙트럼 가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앙값 성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LHS 모델의 경우에도 UHRS, CS1 및 CS2의 중앙값은 약 

5.3~5.7 g, CS3의 중앙값은 7.6 g로서 중앙값 모델과 유사하다.

5.4 대수표준편차

중앙값 모델에서 얻어진 대수표준편차에는 순수하게 지진입력의 무작

위성만이 고려되므로 Table 4에서 

로 표기하여 나열하였다. LHS 모델

에서 얻어진 값은 지진입력의 무작위성과 모델 및 허용기준의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된 결합대수표준편차로서 Table 4에 

로 표기하여 나열하였다. 

순수하게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대수표준편차 

는 SRSS 조합법에 기초

하여 


 및 

로 부터 역산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UHRS의 경우에 무작위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펙트럼매칭을 통해서 개별

지진파의 편차를 최소화 하였으나 남아 있는 편차를 

에서 제거해줄 필요

가 있다. 이는 스펙트럼매칭의 결과에 나타난 진동수별 스펙트럼가속도의 

대수표준편차를 평균하여 얻어진 대표값을 SRSS 조합법에 기초하여 


Table 4. Median capacity in PGA and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Spectrum

Median capacity (g) Logarithmic standard deviation

Median 

model

LHS 

model

Median 

model
LHS model

 








UHRS 5.56 5.70 0.1761) 0.2181) 0.129

CS1 5.29 5.25 0.268 0.268 0.016

CS2 5.51 5.50 0.321 0.324 0.040

CS3 7.92 7.55 0.801 0.822 0.181

1) 
  = 0.0395 was removed based on the SRSS rule

(a) UHRS

(b) CS1 with  ≈

(c) CS2 with   

(d) CS3 with   

Fig. 11. Seismic fragility curves for LH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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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Table 4에 수록된 UHRS의 

은 이

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 값이며, 스펙트럼매칭의 결과에서 편차가 작기 때문

에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남아 있는 

은 시간이력위상차(time history 

phasing)에 따른 무작위성으로 볼 수 있다. CS1~CS3은 Fig. 7(a)~(c)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스펙트럼 자체에 무작위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진입력에 대해서 산출된 

은 최대응답의 변동성(peak response 

variability)과 시간이력 위상차가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UHRS와 달리 두 가지 무작위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CS1과 

CS2 및 CS3에 대한 LHS 모델의 

은 각각 0.27, 0.32 및 0.80으로서 

UHRS의 0.18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으로 인

해 지배적 모드의 진동수가 보다 감소함을 고려할 때 통제진동수가 

에서   및 로 증가함에 따라 지배적 진동수에서의 무작위성은 Fig. 7에

서와 같이 증가하여 

도 증가하였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지배적 진동수에 가까운 통제진동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LHS 모델에

서 불확실성의 영향을 나타내는 

는 


에 비해서 현저히 작아 무작위성

이 지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5.5 HCLPF 성능

지진취약도함수의 중앙값 성능과 대수표준편차에 기초하여 HCLPF 성

능을 도출하였다. HCLPF는 95% 신뢰도의 5% 손상확률에 해당되는 내진

역량으로서 식 (8)로 정의되된다. 또한 HCLPF′는 HCLPF의 최소값으로

서 평균취약도 곡선의 1% 손상확률로 근사화되며 식 (9)로 정의된다[1]. 

HCLPF  
 




(8)

HCLPF′  
  (9)

여기서  , 


, 


, 

는 각각 중앙값 성능, 무작위성에 의한 대수표준편

차, 불확실성에 의한 대수표준편차 및 결합 대수표준편차로서 Table 4에 

각각의 값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앙값 모델과 LHS 모델 중에서 상대적으로 변

동성이 적은 전자에서 얻어진 을 기준으로 HCLPF 및 HCLPF′성능을 

산정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괄호 안의 값은 HCLPF 성능을 

UHRS로부터 얻어진 값을 기준으로 정규화한 것이다. CS1의 HCLPF는 

UHRS보다 1% 감소하였다. CS2와 CS3의 HCLPF는 UHRS보다 각각 

10% 및 53% 감소하였다. HCLPF′는 HCLPF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결

과적으로 HCLPF와 HCLPF′ 모두 UHRS에 의한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다만 CS1의 HCLPF가 UHRS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CS1의 

중앙값이 약간 작고 결합대수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 지배적

이어서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통제진동수가 지배적 진동수

에 가까울수록 HCLPF가 증가하며, 비탄성 거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

한 통제진동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조건부스펙트럼을 이용한 입력지진의 정의가 지진취약

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등재해도응답스펙트럼에 기초한 평가와 비교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이한 통제진동수를 기준으로 조건부스펙트럼을 

정의하고 각각의 확률분포를 모사할 수 있도록 지반운동을 선정 및 조정하

였다. 불확실성이 고려된 원전격납구조물의 비선형 집중질량모델을 수립

하고 증분동적해석을 통하여 지진취약도함수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

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제진동수가 구조물의 지배적 진동수와 유사한 경우에 중앙값 성능은 

조건부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얻어진 값과 등재해도응답스펙트럼을 기준

으로 얻어진 값이 유사하였다.

2) 통제진동수가 구조물의 지배적 진동수와 유사한 조건부스펙트럼을 적

용하는 경우에 지반운동기록이 통제진동수 이외의 영역에서 최대응답

의 무작위성을 반영한 분산을 갖기 때문에 등재해도응답스펙트럼에 스

펙트럼매칭으로 조정한 지반운동기록보다 무작위성의 대수표준편차가 

증가하였다.

3) 지진입력의 무작위성에 의한 대수표준편차의 감소로 인해 통제진동수

가 구조물의 지배적 진동수에 근접한 조건부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산정

된 HCLPF 성능은 UHRS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과 유사하거나 10~53% 

정도 감소하였다.

4) 조건부스펙트럼의 통제진동수에 따라서 평가대상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건부스펙트럼을 원전의 SPRA에 

적용시 주요 지진응답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모드의 진동주기를 통제

진동수로 선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진위험도에 기여도가 큰 재해도 수

준에서 예상되는 비탄성 변형량을 고려하여 감소시킨 주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 연구는 1차 모드가 지배적인 격납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평가

대상 구조물의 동적 특성에 따라 조건부스펙트럼 적용의 효과는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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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CLPF capacities in PGA (parenthesis: normalized with 

UHRS)

Spectrum
For  from median model

HCLPF HCLPF'

UHRS
3.363

(1.00)

3.346

(1.00)

CS1
3.316

(0.99)

2.834

(0.85)

CS2
3.035

(0.90)

2.592

(0.78)

CS3
1.566

(0.47)

1.16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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