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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확률론적지진안전성평가(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

ssment, Seismic PSA)를 위한 지진취약도 평가는 지진 세기에 

대한 손상확률을 나타내어 해당 구조물, 기기, 시스템 등의 파

괴 또는 손상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용되는 지진

취약도 곡선은 수평축에 지진 세기, 수직축은 0~1.0으로 표현

되는 손상확률로 이루어진다. 이 지진취약도 곡선은 대수정규

확률분포 모델로 표현되며 중앙값 성능(Median Capacity)과 

무작위성(Randomness) 및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대수

표준편차가 사용된다. 이러한 지진취약도 평가는 Kenndy와 

Ravindra(1984)에 의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경우 발전소 전체 시스템 손상

을 막기 위해 동일 기능을 하는 주요 안전 관련 기기를 두 개 이

상 설치하여 여용성(Redundancy)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은 설치 위치에 따라 입력되는 진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입력 지진동의 특성이 비슷하고 각 기기의 손상 모드가 

비슷한 경우, 이 기기들의 손상 관계는 완전히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진동 특성의 유사성에 의해 기기들의 손상확

률이 서로 연계되는 특성을 지진상관성(Seismic Correlation)

이라 하며 0~1.0 사이의 상관계수 값에 따라 상관 정도를 표현

한다. 즉, 하나의 기기에 대한 손상확률을 산정할 때는 영향이 

없지만 두 개 이상의 기기가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의 확률은 

상관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원전 리스크 평가에 지진상관성

의 중요성은 U.S.NRC의 WASH-1400 보고서(Norma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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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한 SSMRP(Wells et al., 1983)에서 상관성에 의한 지

진 리스크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기기의 손상확률의 상관관

계가 높은 경우, 기기 간의 예상되는 손상확률의 여용성은 낮

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손상확률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한 

것보다 현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Ebisawa 등(2015)은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원전 기기를 대

상으로 상관관계 해석을 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각 확률변

수의 상관계수를 어떻게 구하고 통합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사

례나 절차는 없다. Ebisawa의 연구에서는 모든 취약도 변수들

을 모두 반영하여 상관계수를 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원전

의 지진취약도는 변수는 변수분리법에 의해 산정되므로 상관

계수도 변수들에 따라 각각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변수별 상관계수를 해석적으로 구하고 적용한 모든 

변수를 통합하여 구한 후, 이 둘의 비교를 통해 변수별 상관계

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원전 보조

건물 모델과 이를 단순화시킨 2 자유도 모델에 대하여 변수 통

합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단순 모델의 해석적 평가 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지진상관성과 상관계수 연구

2.1 지진취약도 함수

원전의 지진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확률론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구조물 혹은 기기의 손상확률을 구하

기 위해서는 지진취약도 곡선이 필요하다. 지진취약도 곡선의 

예는 Fig. 1과 같이 지진 세기에 따른 구조물 및 기기의 파괴확

률로 나타내며 식 (1)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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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무작위성에 대한 표준편차 

은 취약도 곡선의 기울기

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편차 

는 취약

도 곡선의 신뢰도에 따라 중앙값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2.2 지진상관성을 고려한 손상확률 계산

기기에 입력되는 지진동은 구조물의 응답(Response)으로 

표현되고 진동에 대한 기기의 성능은 성능(Capacity) 또는 내

력(Strength)으로 표현된다. 이때 n개의 기기에 대한 응답이나 

성능이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동시손상확률은 각 기기의 손상

확률의 곱이다. 하지만 이들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 

곱으로 동시손상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 만약 상관계수가 1.0

이라면 두 기기가 동일한 거동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두 개 기

기의 동시손상확률은 한 개 기기 손상확률의 제곱이 아닌 한 

개 기기와 손상확률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상관계수가 

-1과 1의 사이인 경우 다중적분방법 혹은 SSMRP 방법이라는 

식 (2)를 통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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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평균값을 나타내며 







 이다. 는 각 기

기의 상관행렬로서 응답과 성능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들로

부터 계산된다. 상관행렬에 들어가는 값은 -1~1 사이의 값으

로 기기 사이에 상관성이 클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0.1~0.3이면 약한 선형관계, 0.3~0.7이

면 뚜렷한 선형관계, 0.7~1.0이면 강한 선형관계를 의미한다.

대상 구조물에 i부터 j까지의 기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i번째 

기기와 j번째 기기의 상관계수는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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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상관계수이며 

은 응답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는 성능에 대한 대수표준편차이다. 상관성 개념을 도입한 동
Fig. 1  Seismic fragilit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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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손상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각각의 확률변수에 대한 상관행

렬 를 결정해야 한다.

2.3 지진상관성 선행 연구

기존 확률론적지진안전성 평가에서는 각 손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즉 보수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EPRI- 

NP3562 보고서(Ravindra et al., 1984)에서 구조물 내에 위치한 

구조 요소와 기기에 대해 지진으로 인한 손상확률 사이에 상관

성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SSMRP 연구에서 최

초로 다루어졌다. NUREG-1150 보고서(Bohn and Lambright, 

1990)에서는 미국의 Zion 원전 등 5개 원전에 연구목적으로 지

진상관성이 적용되었다. 여기서는 완전한 상관관계와 부분적 

상관관계의 노심 손상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수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진 상관성을 고려할 경우 

지진리스크 값의 자릿수가 바뀌는 결과를 보였다. 지진상관성 

연구들에 대한 비교는 NUREG/CR-7237 보고서(Budnitz et al., 

2017)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일본 JAERI에서는 지진상관

성에 대한 연구로 지진상관성평가 소프트웨어 SECOM을 개

발하여 DQFM(Direct Quantification of Fault Tree using the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통해 손상확률을 계산하였다. 

 

2.4 상관계수 평가 연구

상관성에 의한 동시손상확률을 평가하는 방법론과는 별개

로 계산에 필요한 입력값인 상관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NUREG/CR-4840 보고서(Bohn and Lambright, 1990)에

서는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상관계수에 대한 Thumb Rules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층에 위치한 같은 주파수 민감 구간을 가

지는 기기의 경우 1.0, 같은 층에 위치한 다른 민감 구간을 가지

는 기기의 경우 0.5, 다른 층에 위치한 같은 민감 구간을 가지는 

기기의 경우 0.75 등으로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Kim과 

Kim(2020)은 다중기기 취약도 평가에 필요한 지진 상관계수를 

조합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원전 격납 건물과 내부구조물을 대

상으로 1차 및 2차 고유진동수에 맞는 기기를 대상으로 감쇠비

와 입력 지진을 확률변수로 고려해 상관행렬 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같은 건물 내부의 기기들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건물

이 다를 시 상관관계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Ebisawa 

등(2015)은 원전의 비등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 다수기

를 대상으로 감쇠비와 고유진동수를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상

관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주기가 유사할수록 감쇠비의 변화에 

관계없이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Eem과 Choi 

(2019)은 시스템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 손상확률이 달라짐을 

제시했다. 대상 기기 A, B가 병렬(교집합)로 조합되면 상관성

이 큰 경우 동시손상확률이 높아지고, 직렬(합집합)로 조합되

면 상관성이 작은 경우 동시손상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3. 해석 확률변수와 모델링

3.1 확률변수

지진취약도에 대한 가정사항을 적용하면 상관성은 구조물

의 성능, 구조물의 응답, 기기의 성능, 기기의 응답으로 분류하

여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석적으로 구현이 가능하

고 상관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의 응답에 관한 확률 변

수만을 택하여 상관계수를 평가하였다. 해석에 사용되는 응답

에 관한 구조물의 확률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위 확률 변수 중 

지진응답해석으로 상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 4가지를 

선정하였다. 모드 형상 및 비틀림은 단순화된 집중질량모델에

서는 고려할 수 없어 배제하였고,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역시 

고정 기초로 가정하여 배제하였다. 지반운동에서는 설계스펙

트럼에 부합하면서 시간이력에서 발생 가능한 변동성을 고려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평 양방향의 세기 차이에 의해 발생

하는 최대방향 응답의 변동성에 대해 고려하였다. 기기 손상

이 구조물의 탄성 거동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구조모

델은 탄성으로 모델링하였다.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확률변수는 구조물 감쇠비, 구조물 고

Table 1  Structure response variables for fragility evaluation

Structure 

Response 

Category

Structure Response 

Variable

Variable 

Symbol

Variability







Ground 

motion

Spectral shape FSA 

Horizontal direction peak 

response variability
FHDPR 

Vertical to horizontal 

(V/H) variability
FV 

Damping Damping FδS 

Modeling

Frequency Ffs 

Model fidelity FMs 

Torsional coupling FTC 

Structure 

response 

phasing

Time-history FTH  

Mode  combination FMCs 

Foundation-

structure 

interaction

Ground motion 

incoherence
FGMI 

Soil - 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FSSI 

Vertical spatial variation FVSV  

Inelastic 

structure 

response

Inelastic structure 

response
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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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동수, 입력지진의 시간이력, 수평방향 최대응답(Horizontal 

Direction Peak Response, HDPR)으로 총 네 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

용한 상관성 평가에서 David(2009)는 최소한의 표본 수를 25

개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계수의 표준편차에 

대한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각각 30개의 해석 케이스를 생성하

였다. 상관성을 고려하는 확률 변수의 변동성은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3.2 모델링

이 논문에서는 기기 설치 위치 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해석

적 상관계수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관성 평

가를 위해서 원전 보조건물인 Fig. 2에서 절점 1~6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가지는 2 자유도 집중질량모델(Lumped 

Mass Stick Model)을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대상 건물 1차

모드의 최대응답이 발생하는 최상단 지점과 2차모드의 변곡

점에 해당하는 중간 지점 위치로 대상 기기의 설치 위치를 가

정하였다. 이 2 자유도 모델은 해석적 상관계수 평가를 보다 용

이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원전 구조물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

이고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실제 원전 보조건물의 층응답스펙

트럼(Fig. 4)을 참고하여 스펙트럼 형상을 비교 후 사용하였다. 

모델은 휨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수평 변위만 발생하는 전단 

건물로 작성하였으며, 질량과 강성을 조정하여 2자유도 구조

물의 1, 2차 고유주기가 원전 보조건물의 1, 2차 고유주기와 맞

Table 2  Structure response variables for analysis

Response 

Variable

Variable 

Symbol

Variability







Structure

Damping
FδS 0.35

Time History FTH 0.15(Single Set)
0(5 Sets)

0.15(Single Set)

Structure 

Frequency
Ffs 0.15-0.35

Horizontal 

Direction peak 

Response 

Variability

FHDPR 0.13

Fig. 2  Seismic model for aux-building 

Fig. 3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of 2-DoF model

Fig. 4  Design response spectra for aux-building 

Fig. 5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of aux build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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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정하였다. Fig. 5는 Fig. 2의 보조건물 부분에 대한 1차

모드 고유진동수 6.92Hz, 2차모드 고유진동수 17.36Hz를 가지

는 모드형상이다. 

Fig. 6에서 제시하는 원전 보조 건물의 최상단층(Roof Floor, 

6th Floor)와 중간층(4th Floor)를 각각 1차모드의 최상단 지점, 

2차모드의 중간 지점을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관성 해

석 대상 기기는 위치와 기기의 고유진동수에 따라 두 가지씩 

네 가지 조합에 대해 가정하였다. 이 두 층에 위치한 기기의 감

쇠비는 5%로 모두 동일하게 가정하였고, 고유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가정한 후, 위치한 기기들에 

대한 응답의 상관계수 평가를 수행하였다. 

⦁Top_6.92Hz : 최상단 지점에 위치하며 건물의 1차모드 고

유진동수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기기(6.92Hz)

⦁Top_17.36Hz : 최상단 지점에 위치하며 건물의 2차모드 고

유진동수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기기(17.36Hz)

⦁Mid_6.92Hz :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건물의 1차모드 고

유진동수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기기(6.92Hz)

⦁Mid_17.36Hz :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건물의 2차모드 고

유진동수와 유사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기기(17.36Hz)

Fig. 7의 입력지진 응답스펙트럼은 Reg Guide 1.60(USNRC, 

2014)에서 규정하고 있는 Peak Ground Acceleration 0.2g의 5% 

감쇠비를 가진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스펙트럼으로서 추계학

적으로 시간이력을 생성하여 모델에 입력하였다.

4. 독립 변수 해석 결과

모든 변수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상관성 평가에 앞서 각각

의 확률 변수들에 대하여 상관계수 평가를 위한 해석을 수행하

였다. 다음은 구조물 감쇠비, 구조물 진동수, 시간이력세트, 수

평방향 최대응답에 대한 분포 근거와 상관계수 해석 결과이다. 

4.1 구조물 감쇠비

감쇠로 인한 응답의 변동성은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고려한

다. SSMRP에서 구조물 감쇠의 중앙값은 5%, 대수표준편차는 

0.35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30개의 해석 

케이스를 생성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층응답스펙트럼을 구

하기 위한 기기의 감쇠비는 모두 5%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Fig. 8은 감쇠비의 변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이고 네 기

기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각 기기 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럼가

속도 값에 해당한다. 이들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감쇠비의 변동은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므로 층별 기기 

간의 상관성은 1.0에 가까운 강한 선형관계를 가진다.

Fig. 6  Location of components

Fig. 7  Response spectra of synthesized time histories

Fig. 8  Response spectra by damping variation

Table 3  Compon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damping

Correlation Top_6.92Hz Top_17.36Hz Mid_6.92Hz Mid_17.36Hz

Top_6.92Hz 1 0.999 0.998 0.997

Top_17.36Hz 1 0.999 0.997

Mid_6.92Hz 1 0.997

Mid_17.36Hz sym. 1

STDEV. 0.182 0.146 0.21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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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물 진동수

고유진동수는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의 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입력되는 재료 특성의 불확실성이 주는 효과가 모델에 반

영되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킨다. 이에 구조물의 진

동수 변화에 따른 각 층의 응답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관성에 

대해 해석하였다. 구조물의 강성을 변경하여 1차모드 주기를 

SSMRP에서 제시한 대수표준편차 0.35로 하는 30개의 진동수 

분포를 가지는 구조모델을 만들어 해석하였다.

Fig. 9는 진동수의 변동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이고 마찬가

지로 각 기기 진동수에서의 스펙트럼가속도 값에 해당하는 네 

기기에 대한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변화로 고유진동수가 다른 기기들은 상관성이 다

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기기가 위치한 층이 다르

더라도 같은 고유진동수를 가진 기기들은 상관성이 1에 가까

운 결과를 보인다.

4.3 시간이력세트

목표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게 생성된 지진파 시간이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였다. Reg Guide 1.60에서 규정하고 있는 

Peak Ground Acceleration 0.2g의 5% 감쇠비를 가진 스펙트럼

에 부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추계학적으로 30개 무작위 생

성한 후 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10은 시간이력세트의 변동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이고, 네 기기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4.4 수평방향 최대응답 

지반운동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수평 방향 최

대응답(HDPR)을 선정하였다. HDPR의 변동성은 양방향 수평 

성분의 대표 스펙트럼가속도에 대한 임의의 한 방향의 수평 스

펙트럼가속도의 비의 대수표준편차로 표현된다. 기기는 축대

칭이라고 가정하여 SSMRP에 제시된 네 가지 경우 중 축대칭 

기기의 최대방향응답(Axisymmetric Largest Direction Response 

Average Direction Response)으로 양방향 수평성분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이 축대칭 수평방향 최대응답의 상관계수 해석절차는 다음

과 같다. X축 Y축에 대한 입력 지진파 각각 30개를 생성하여 

모델에 입력한 후 구조물을 방향별로 해석한다. 이로부터 각 

층의 기기에 작용하는 층응답 시간이력을 수평 양방향에 대해 

Fig. 9   Response spectra by natural frequency variation

Table 4  Compon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frequency

Correlation Top_6.92Hz Top_17.36Hz Mid_6.92Hz Mid_17.36Hz

Top_6.92Hz 1 0.771 0.996 0.748

Top_17.36Hz 1 0.749 0.900

Mid_6.92Hz 1 0.733

Mid_17.36Hz sym. 1

STDEV. 0.176 0.208 0.173 0.132

Fig. 10  Response spectra by time history variation

Table 5  Compon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ime history

Correlation Top_6.92Hz Top_17.36Hz Mid_6.92Hz Mid_17.36Hz

Top_6.92Hz 1 0.540 0.995 0.319

Top_17.36Hz 1 0.498 0.002

Mid_6.92Hz 1 0.350

Mid_17.36Hz sym. 1

STDEV. 0.118 0.064 0.124 0.040

Fig. 11  Displacement response on horizontal plane(mm)



김시영 ․ 김정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6호(2020.12) 407

구할 수 있다. 이 층응답 시간이력이 기기의 입력지진동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기를 단자유도모델로 구성하여 그 응답이

력을 구한다. 이 때 Fig. 11처럼 각 단자유도 모델의 X축, Y축

에 따른 응답 변위를 매 시간 단계에 따라 벡터합으로 구한다. 

HDPR은 식 (4)와 같이 각 축의 최대 응답 변위 2개를 기하평균

한 것에 대한 벡터합으로 구해진 최대응답변위의 비로 구해진

다. 이 HDPR의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를 평가하는 절차로 해석

했다. 이 HDPR에 대한 네 기기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Table 6과 같다. 

 
 max× max

max
 (4)

5. 변수 통합 해석 결과

통합된 변수들의 파괴확률에 대한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Latin Hypercub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감쇠비, 진동수, 

시간이력세트에 대한 변수를 무작위 조합하여 30개 케이스를 

생성하였다. 2 자유도 모델과 실제 원전 보조건물 모델의 상관

계수 해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원전 보조건물을 대상으로 

통합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석은 2 자유

도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Latin Hypercube 

Sampling으로 조합된 30개의 케이스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을 Fig. 12에 제시하였다. Fig. 13에서 2 자유도 모델로 구해진 

변수 통합 상관계수, 보조건물모델로 구해진 변수 통합 상관

계수, 2 자유도 모델로 구해진 변수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조

합식 식 (5)으로 계산된 상관계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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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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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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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ponse spectra for (a) 2 DoF model and (b) aux building with combined variables

Fig. 13  Correlation coefficients obtained by (a) 2 DoF model, (b) aux building, and (c) combination equation

Table 6  Compon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HDPR

Correlation Top_6.92Hz Top_17.36Hz Mid_6.92Hz Mid_17.36Hz

Top_6.92Hz 1 0.566 0.993 0.609

Top_17.36Hz 1 0.585 0.670

Mid_6.92Hz 1 0.618

Mid_17.36Hz sym. 1

STDEV. 0.068 0.068 0.068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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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상관계수이며 은 감쇠비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는 고유진동수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는 시간이력세트

에 대한 대수표준편차이다. 

이 때 NUREG/CR-4840(Bohn and Lambright, 1990) 보고서

에 제시된 Thumb Rules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확률 변수를 독립적으로 입력하여 상관성을 평가한 결

과 감쇠비의 변동성에 대한 상관성은 구조물 전체에 걸

쳐서 작용하기 때문에 1에 가깝다. 하지만 고유진동수

와 입력 지진파의 변동성은 구조물의 주기를 변화시키

므로 기기의 응답의 상관성을 저하시킨다. 확률 변수를 

통합하여 입력한 결과, 감쇠비에 의한 상관성이 강한 선

형관계가 있고 표준편차가 고유진동수 확률변수의 

17.36Hz 기기들을 제외하면 다른 변수들의 값보다 높

아 고유진동수 및 입력 지진파의 상관계수 영향을 희석

시키므로 각 변수들의 상관계수를 독립적으로 고려했

을 때보다는 상관성이 높아짐을 확인했다. 

(2) 확를 변수를 통합적으로 입력하여 상관성을 평가한 결

과 Fig. 13(a)의 다른 층에 위치한 고유진동수가 동일한 

기기가 상관성 0.881~0.999로 Fig. 13(b)의 같은 층에 위

치한 다른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기기 상관성 0.711~ 

0.830보다 높았다. Fig. 13(c)의 경우, Thumb Rule이 따

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관성은 0.711~0.875로 뚜렷

한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한 

기기의 경우 보고서에 제시된 상관 계수보다 상관성이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변수

들 이외에도 상관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다른 결과

가 나올 수도 있다.

(3) 해석적 방법과 상관계수 조합식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Fig. 14에서는 최상단 지점 두 개

의 기기에 대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히스토그램과 함

께 제시하였다. 두 기기의 상관성은 0.719~0.830으로 강

한 선형관계를 보이지만,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 곡선

을 비교하면 정규분포의 가정을 정확히 만족한다고 보

기 힘들다. 따라서 변수들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여 구

해지는 상관계수 조합식 (5)의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

였다.

(4) Fig. 13에서 보조건물의 상관성이 단순화시킨 2 자유도

의 상관성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다. Fig. 12에서 보이듯 

2 자유도 모델의 1차모드 응답의 첨두값이 매우 높아 2

차모드 주기에서의 첨두값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다. 2차모드 주기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전체 스펙트럼

의 증가 곡선의 일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

게 나올 수 있음을 추측하였다. 하지만 Top_17.36 Hz – 

Mid_17.36 Hz의 경우 2 자유도 모델보다 Aux Building 

모델의 상관성이 높게 나온 것(0.919-0.938)으로 볼 때 

모드의 복잡성에 대한 상관성의 변화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지진취약도 곡선을 이용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시 기기 간

의 동시손상확률은 각각 독립으로 가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진 특성과 기기 응답의 상관성에 

의해 동시손상확률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기 간의 동시손상확률 계산에 필요한 상관행렬을 결정

할 때, 취약도 별수 별로 해석적 상관계수를 구하는 절차는 없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취약도 곡선에 필요한 상관행

렬을 계산할 때 필요한 확률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시의 기

기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기존 변수별 상관계수의 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복잡한 원전 구조물을 단순화시킨 모델의 층

응답을 이용해 상관성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해석 결과 층이 다르고 주기가 같은 기기의 경우가 층이 같

Fig. 14  Normal distributions of (a) Top_6.92Hz, and (b) Top_17.36Hz, and their correlation of component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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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기가 다른 기기의 경우보다 상관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 또한 해석적 방법에 따른 상관계수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이는 보고서에 제시된 Thumb Rule의 대략적인 상

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손상확률과 실제 상관성 평가를 통

한 손상확률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상관계수 평

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석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아지는 원인에 관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해석에 사용된 확률변

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의 조합이 

상관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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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확률론적 지진취약도 평가는 구조물 혹은 기기의 손상확률을 각 취약도 변수별 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진취약도로부터 구해지

는 2개 이상 기기의 동시손상확률 계산은 기존에는 각 기기의 손상확률을 독립으로 가정해 왔다. 하지만 기기별 손상확률에 상관성이 

있으며, 이를 평가한 결과 상관성에 따라 동시손상확률이 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 지진상관성을 무시하면 비보수적인 결과

가 나오고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상관계수를 해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확률 변수를 선

정하여 각 변수별로 혹은 통합하여 평가하고 그 차이를 비교했다. 그리고 단순화된 모델과, 복잡한 모델에 대한 상관계수 차이도 비교

하였다. 이들 방법에 따른 상관계수의 결과와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각 변수별로 평가하는 것과 통합하여 평가할 때 변수별 영향의 

차이에 따라 상관성이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모델이 단순할수록 상관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확률론적지진안전성평가, 지진취약도, 지진상관성, 동시손상확률, 응답스펙트럼, 고유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