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시설의 
지진 안전성 

2016.09.28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 양 희 



목차 
1. 국내외 원전 현황 
2. 지진 및 지진재해 
3. 원전의 내진대책 



1. 국내외 원전 현황 









원전의 토목/구조 분야 업무 
원전 1기당 건설 비용 : 약 5조원 
 

원전 전체 건설비에 대한 
              토목/구조 분야 비용 비율 : 30~40% 
                                  → 1조 5천억 ~ 2조원 
 

현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전력 비율 : 30% 이상 
             → 매년 원전 1기 이상 건설 필요 
 

국내 원전 건설에 필요한 토목/구조 분야 건설 비용 : 
                                           1조 5천억 ~ 2조원/년간 



2. 지진 및 지진재해 



2.1 지진의 크기 
 
       ● 규모(Magnitude)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Richter는 지진의 강도를 1에서 9까지 숫자로  

           표시하였는데(Richter Magnitude)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지진의 규모(M)는  

           4~5 정도이고,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대지진이라면 규모(M)가 7~8 정도 됨. 

 

      ● 진도(Intensity) 

          진도는 어떤장소에서의 지진동의 강약을 나타내며, 인체의 감각과 주위의   

          물체나 구조물에 지진동을 미치는 영향. 진도 표시 체계에는 JMA라고     

          부르는 일본기상청의 진도, 유럽의 RF 진도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있는 MM진도, 이밖에 동유럽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발달한 MSK진도 등이 있음.  
 

2. 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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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진의 크기 : 진도 
 

- JMA(일본 기상청) 진도 

 

- RF(Rossi-Forel) 진도 : 유럽 

 

- MSK(Medvede, Spouheur, Karnik) 진도 : 구소련 

 

- MM(Modified Mercalli) 진도 : 보편적사용 

2. 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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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진의 크기 

2. 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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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0 (0.3g) 





한반도 발생 역사지진 (2~19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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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횟수 

MMI 5이상 389 

MMI 6이상 168 

지진피해 보고 45 



한반도 발생 계기지진 (1905년~) 

1905년 이후 지진 관측 시작 
1978년~1982년: 310회의 지진 활동 관측 
규모 3.0 이상의 중급지진 160회 (연평균 10회) 
규모 5.0 이상의 지진 4회 (예: 1978년 홍성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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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지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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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 명 발생일 규모 

오대산 지진 2007. 1.20 4.8 

울진 해역 지진 2004. 5.29 5.2 

백령도 해역 지진 2003. 3.30 5.0 

홍도 해역 지진 2003. 3.23 4.9 

경주 해역 지진 1997. 6.26 4.2 

영월 지진 1996.12.13 4.5 

홍도 해역 지진 1994. 7.26 4.9 

울진 해역 지진 1982. 3. 1 4.7 

포항 해역 지진 1981. 4.15 4.8 

의주 지진 1980. 1. 8 5.3 

홍성 지진 1978.10. 7 5.0 

속리산 지진 1978. 9.16 5.2 



지진명 진도 기사 시기(음력) 

금성지진 8 지진이 있어 金城(금성;왕성) 남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458 

남부지진 8 지진이 있어 민가가 무너졌는데 남쪽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664 

서울지진 9 서울에 지진이 있어 민옥(民屋)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명이었다. 779 

논지진 9 논 3결이 땅이 함물되어 못이 되었는데, 깊이를 알 수 없었다. 1001 

수녕궁지진 9 옛 수녕궁의 어좌가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는데, 그 길이가 수척이었다. 1311 

전주지진 9 

이번 6월 3일 인시에 전주에 지진이 일어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하였

는데 소리는 뇌성과 같았고 가옥이 다 흔들렸으며, 김제,고부,여산,익산,금

구,만경,함열 등 고을이 다 마찬가지였다. 

1594 

간곤지진 9 
간방으로부터 곤방까지 지진이 일어났는데, 집이 몹시 흔들리고 창과 벽이 

흔들렸으며, 길을 가던 사람 중에는 말이 놀라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 
1681 

함경도지진 9 

함경도 명천,경선,회령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집이 흔들리고 성채가 

무너졌으며,산록이 부서져 떨어졌다. 사람과 가축이 압사하기도 하였다. 부

령지진으로 38호가 무너지고 사람과 가축이압사했는데, 16일부터 29일까

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8~9차례 혹은 5~6차례 일어났다. 간혹 땅

이 꺼지고 우물이 막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1810 

진도 8 이상의 피해서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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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재해평가 기반기술개발, 2004 



최근 30년간 국내 발생지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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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명 
규모

(M)  
위치  발생연월일 

의주지진 5.3  평안북도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1980. 1. 8  

울진해역지진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2004. 5. 29 

속리산지진 5.2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1978. 9. 16  

백령도해역지진 5.0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2003. 3. 30  

홍성지진 5.0  충남 홍성읍 지역  1978. 10. 7  

홍도해역지진 4.9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2003. 3. 23  

홍도해역지진 4.9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1994. 7. 26  

오대산지진 4.8  강원 평창군 도암면-진부면경계지역  2007. 1. 20  

포항해역지진 4.8  경북 포항 동쪽 약 65km 해역  1981. 4. 15  

울진해역지진 4.7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1982. 3. 1  

기상청, 2008 



해외 주요 지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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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 명 발생일 규모 주요 피해 

중국 쓰촨성 지진 2008. 5.12 8.0 
사망자 : 89,000명 이상 

실종자 : 32,000여명 

일본 주에쓰오키 지진 2007. 7.16 6.8 
원자력발전소 7기 가동 정지 

미량 방사능 방출 

일본 노토 지진 2007. 3.25 6.9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 

공항 폐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해일 
2004.12.26 9.1 

사망자 15만여명 

물/음식 부족,질병 발생 
일본 니가타 지진 2004.10.23 6.8 신칸센 열차 탈선 

대만 지지 지진 1999. 9.21 7.7 
사망자 2400여명 

교량 및 댐 등 파손 

일본 고베 대지진 1995. 1.16 7.2 
사망자 6300여명 

피해규모 14조 1천억엔 

미국 노스릿지 지진 1994. 1.17 6.8 약 10만채 건물 붕괴 
미국 로마 프리에타 지진 1989.10.17 7.1 12만여채 건물 손상 

멕시코 지진 1985. 9.19 8.1 사망자 5000여명 
일본 동일본 대지진 2011.3.11 9.0 2만 여명 사망, 실종 



3. 원전의 내진대책 



원전 내진대책의 변천 
1950년대 말 : 산업용 원전 건설 시작 (정적해석)적용 

1960년대 : 동적해석을 사용하는 개선된 원전 내진설계방법(초보 단계)사용 

1971년 : 미국 San Fernando 지진 발생 

1975년 : 정립 

1978~1985년 : 대단위 연구사업수행 

1980년대 초 :  (또는 확률론적 내진안전성분석) 체계화 

1989년 : 원전내진설계기준 대폭 개정 

1995년 : (KEPIC) 제정 

2007년 : 미국 NRC 규정 (R.G. 및 SRP) 개정 

USNRC 개정에 따라 KEPIC 개정 



원전 내진설계과정 

설계지진결정 

구조물의 지진해석  
:지진응답 

단면응답 

구조물의 내진설계 

지진 PRA 

지진계측 설비설치 

지진기록확보 

지진발생후 
안전성평가 및 조치 

총응답 

기기의 내진검증 

설계수정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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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내진안전성분석 



원전구조물의 지진거동 특성 
 
● 원전구조물 : 지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가 필요 
 
● 원전구조물 : 동적, 구조적 특성이 지진에 취약 
                             → 지진하중이 가장 지배적인 설계하중으로 작용 
 
● 원전구조물이 갖는 특유의 동적, 구조적 특성 
 

           (1) 높은 설계지진의 준위 

            (2) 공진가능성이 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3)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물 높이 

            (4) 상대적으로 큰 구조물 질량 

            (5) 상대적으로 낮은 감쇠값 

            (6) 상대적으로 인접한 구조물간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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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구조물의 지진거동 특성  

       (1) 높은 설계지진의 준위 

             ● 일반산업설비의 경우는 주로 50～500년 만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 설계 (0.12~0.16g) 

             ● 원전의 설계지진 : 1,000~10,000년 만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발생확률이 낮은 지진 즉 높은 준위의 지진 (0.2~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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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진가능성이 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 지진의 동적특성 : 주진동수의 범위는 주로 0.5～20Hz이고  

          특히 2.5～9.0Hz 사이에서는 심한 공진특성 

      ● 일반산업 및 사회기반 시설물은 1.0Hz 내외의 고유진동수를 갖기  

          때문에 지진자체의 주진동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원전 주요 구조물인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등의 고유진동수 : 

           4~6Hz →지진의 최대공진구간 

          → 일반 산업설비의 건물이나 교량 등에 비하여 3~4배 이상의  

              진동증폭효과를 가지게 됨. 
  
 주요 구조물 주고유진동수, Hz 

한국표준원전의 원자로건물 

한국표준원전의 보조건물 

한국표준원전의 핵연료건물 

4.5 

7.5 

10.3 

20층 콘크리트 골조건물 

지간 100m의 교량 

0.5~1.0 

0.5~1.0 24
 



(2) 공진가능성이 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미국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5
 



(3)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물 높이 

      ● 지진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으로 구분 

      ● 수직하중은 구조물의 특성상 심각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함. 

          → 수평방향의 지진하중이 구조물 설계시 중요한 의미 

      ● 높이가 상대적으로 큰 고층빌딩 : 지진하중보다는 풍하중이 중요  

          → 지진 피해는 심각하지 않음 

      ● 원전 구조물 : 낮은 구조물 높이 

          → 구조적 특성상 지진하중의 구조적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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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적으로 큰 구조물 질량 

       ● 원전구조물 : 방사능차폐기능 확보를 위한 목적상 상대적으로  

                            큰 구조물 질량을 가짐 

 

       ● 지진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진력의 크기 :  

           지진가속도와 질량의 크기에 비례 

 

       ● 질량이 큰 원전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질량이 작은 여타 설비에 비하여 큰 지진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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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적으로 낮은 감쇠값 

      ● 원전구조물 : 그 특성상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견고한 지반에 건설 

           → 탄성거동 요구 

      ● 동적인 측면에서 각종 감쇠값 감소 

           → 지진응답 자체를 증가 
 
(6) 상대적으로 인접한 구조물간의 간격 

      ● 원전구조물 : 구조물이 인접 혹은 접촉한 상태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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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안정성

내진성확보 내진성유지관리

설계지진결정 지진응답계측시스템설치

지진해석모델작성

지진응답해석및내진설계

시공

기록지진
(자유장응답)
(구조물응답)

지진기록분석

내진안전성평가및대책수립

지진발생

검증

검증

원전시설물의 내진 안전성 관련 업무의 흐름 

내진안전성 유지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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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계측 시스템 
 
     (1) (시간이력) 가속도계 : 단지기파 감지 

 
     (2) (시간이력) 속도계  

 
     (3) (시간이력) 변위계 : 장주기파 감지 

 
     (4) 최대가속도계 

 
     (5) 응답스펙트럼기록계 

 
     (6) 지진스위치(Seismic Switch) : 시각 및 청각 경보기능 

 
     (7) 응답스펙트럼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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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 종류별 목적 

구분 목적 계측기 

자유장  
운동계측 

· 지반운동특성 연구 
· 지진 재해도 해석 

· 설계지진 결정 및 확인 

변위계 
속도계 
가속도계 

부재특성 
연구망 · 지반운동에 대한 주지의 영향 평가 가속도계 

구조물  
응답 계측 

· 구조물의 지진응답기록 획득 및 확인 
· 내진설계 

· 내진성능기술향상 

가속도계 
속도계 

조기 
경보망 

· 신속 대응 조기경보 
· 지반운동 세기 예측 
· 지진피해 조기 평가 

SI 계측기 
가속도계 

원전지진 
감시장치 

· 발생지진의 설계지진 초과여부 확인 
· 원전 가동 중지 여부 결정 

· 지진 손상평가 및 대책 수립 

가속도계 
최대가속도계 

응답스펙트럼 기록계 
지진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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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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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지진 발생 후 조치 절차 

즉시조치

운전중지

운전정지후조치

설비손상

안전설비손상보수

장기조치

NO

NO

필
요
한
경
우

YES

YES

: 설계지진초과여부확인

: 피해유무및피해정도확인

:  현장 확인조사

:   실제지진기록에의한
내진안전성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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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의 지진 발생 후 조치 절차 

     (1) 즉시조치  

         ● 지진발생 직후, 원전설비의 물리적인 상태 및 기능에 대한 지진의 영향을  

             일차적으로 평가  

         ● 설비의 손상이나 설계지진(OBE)초과로 인한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 

         ● 즉석초치에 대한 세부절차서를 작성하여 비치함 

              - 운전자에 의한 접근 가능한 원전설비의 현장검사 

              - OBE초과 여부 판단 

                - 운전정지를 위한 주요 안전정지기기   

                (Essential Safe Shutdown Equipment)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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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기의 OBE 초과여부 판단절차 

응답 스펙트럼(5%) 확인 
1. 5~10Hz 사이의 가속도스펙트럼값 -1 OBE값 혹은  

0.2g중 근 값을 초과하거나 혹은 
1. 1~2Hz 사이의 속도스펙트럼값이 OBE값 혹은6 

CAV CHECK 
CAV≥0.16(EPRI방법사용) 

OBE 초과 OBE  
초과하지 않음 

지진 발생후 
4시간이내 

ELSE 

AND 

THEN 

IF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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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지진 발생 후 조치 절차 

 (2) 운전정지 후 조치  

     ● 즉시조치 결과에 따란 원전이 운전정지된 후에 원전의  

         피해정도 및 물리적인 상태를 좀더 정확하게 분석함 

     ● 피해정도에 따른 대책의 수립과 재운전을 위한 준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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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지진 발생 후 조치 절차 

(3) 장기조치 

      ● 안전관련기기의 손상가능성에 대한 조치로서 지진발생에 따라 원전이  

         가동중지 될 경우에만 수행된다.  

         즉 EPRI 손상도가 “2” 이하인 경우는 원전의 재운전 후에 수행 

      ● 발생된 지진에 의하여 원전에 작용된 실제 지진력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전시설물의 내진안전성을 재평가 

      ● 재평가 대상이 되는 설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선정 

           - 설계층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하는 구간의 진동수를 갖는 기기 

           - 설계 당시 높은 응력상태를 보였던 기기 

           - 설계층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하는 층을 대표하는 기기 

      ● 선정된 설비는 “해석에 의한 검증” 혹은 “해석에 의외의 방법에 의한 검증” 을         

          사용하여 발생된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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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진대책의 특징 
(일반 산업설비 대비) 

 
      ● 부지 고유한 설계지진 결정 
                            : 5,000 ~ 10,000년 빈도 지진 
 

      ● 정밀(시간이력)해석 사용 
                            : 층응답 계산 → 기기검증용 
 

      ● 안전관련 기기에 대한 내진안전성 검증 
                            : 배관, 기기, 계기 등 
 

      ● 확률론적 설계(성능기반 설계) 개념 적용 
 

      ● 지진 감시계통(지진계측기 등) 설치 운용 
 

      ● 지진 발생 후 조치 절차 정립 운용 
 

      ● 지진 시 자동운전정지 장치 설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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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규모 
● 인명 : 2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 (사망, 실종) 

● 재산  :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  

             원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미미함. 

             → 원전의 내진 안전 대책이 아닌 지진방재를 위한 종합대책 절실 
   

일본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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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의 내진 성능 측면 
 

● 설계지진 수준 0.38~0.40 – 실제 계측 수준 0.50~1.0g 

● 설계지진을 월등히 초과하는 극한 수준의 초대형 지진 

● 지진 발생 후 한시간 정도는 원자력 및 구조적 안전 기능 수행  

● 후속된 쓰나미에 의한 안전설비 침수로 인한 재해발생 

     → 내진설계 혹은 성능 자체에 결정적 문제는 아님 

일본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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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의 내진 안전성 
 
 ● 재현주기 5000~10000년 수준의 설계지진 사용 

 ● 설계지진 수준 0.2g → 최근(신고리1 & 2부터)에는 0.3g 수준 으로 상향조정  

     (세계 유일의  원전 종합설계) 

 ● 설계지진 발생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확률 : 천만분의 일 이하 

      → 일반 국가 기반시설(100~1000 년 빈도지진)에 비해 

          공학적으로 충분한 내진안전성 확보 

 

일본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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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 

 ● 공학적으로 완벽한 안전성은 불가 

     설계지진 수준 등과 같은 현행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은 불필요 

     다만, 설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현행 내진설계 및 제반 내진성능 확보 절차와 기술, 그 결과에 대한  

     항목별 신뢰성 재검토 

 ● 설계지진 수준을 월등히 초과하는 극한 설계지진 

     (중대사고, 극한사고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련설비를  

      대상으로 설비 별 성능목표 설정 및 확보 대책 

 ● 초대형 지진해일에 대한 대형 전면방벽 설치 등은 절대적 혹은   

     근본적 대책이 아님 

일본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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