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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하나로 지진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하나로는 30MW의 열출력을 가진 다목적 연구로이며, 하나로의 초기운전 이후로 

아날로그 방식의 지진감시시스템이 하나로 부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감시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하나로 지진감시시스템은 5개의 현장센서와 모니터링 판넬로 

구성된다. 기존의 지진감시시스템에는 지진 분석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신

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진이 발생하면 지

진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주) 광발전소의 협조를 얻어 지진신호를 분

석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지진감시시스템은 센서를 제외한 구

성품의 생산이 대부분 중단되어, 모니터링 판넬을 구성하는 부품들에 대한 예비품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사용중 검사시에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

터 하나로도 자체적으로 지진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확보하도록 권고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로의 안전성 관련 시스템과 구조물은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

나로 부지에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는 원자로를 안전하게 계속 가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진 향 평가를 신

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필요성에 의하여 하나로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지

진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을 개발하기로 하 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신호에 대한 감시 및 분

석을 수행하여, 지진신호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 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지진발생 후 신속하게 원자로 건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SES, Seismic Evaluation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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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지

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설계 기술 요건을 연구하

여,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제작 기술시방서에 설계요건을 기술한다. 

  제작 기술시방서에 따라 디지털 방식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작하

며, 취득한 지진 이벤트 신호에 대한 표시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지진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며,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설정 

및 지진신호에 대한 그래프 표시 및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제작, 설치한 후,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계 및 성능요

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한다. 현장성능시험을 통

하여 전원공급기, 지진감지 센서, 자료취득 모듈 등 하드웨어의 성능을 시험한다. 

또한 지진 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의 성능인 데이터 표시기능, 지진신호 분석기능,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기능 등을 시험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내진범주 I등급 및 품질등급 T급으로 분류되며, 내진 I등

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지진하중에 대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지진 발생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내진 특성과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한다.

  지진평가시스템(SES)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진응답 평가 대상인 원자로 건물의 

지진에 의한 동적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3-D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지진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자로 건물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의 삼축 가속도의 시간

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원자로 건물의 층응답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을 구하는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구

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 해석 프로그램을 제어하며, 하나로 원자로 건물

의 지진 안전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MMI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된 지

진평가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지진평가시스템

을 구성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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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1차년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하나로 지진감시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으로 개선하 다. 이를 위하여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구성

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새로 개발하 으며,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지진감

시 분석시스템을 설치한 후, 설계 및 성능요건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

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현장성능시험 결과,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제작 기술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개발된 SMAS 캐비닛의 구조건전성과 내진 특성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구조건전성을 가지고 있으

며, 지진하중을 받은 후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하나로 계측기기실에 설치되어 하나로 부지에서 발

생하는 지진에 대한 감시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지진발생 후 신속하게 지진응답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로 지진평가

시스템(SES)을 개발하 다.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은 지진발생 후 현장센서로부터 

계측된 지진신호를 이용하여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

자로 건물에 대한 3차원 지진응답해석과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진응답해석

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은 분석결과를 그래픽 또는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후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하나로 부지의 

원자로 건물 및 안전성 관련 내진범주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 및 지진 안전성 평가 기술은 향후 다른 

연구로나 원자력발전소에 지진감시시스템과 지진평가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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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HANARO Seismic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ANARO is 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with a thermal power of 30MW. 

Since the start of reactor operations, the analog seism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utilized for monitoring an earthquake at the HANARO site. The existing 

seismic monitoring system consists of 5 field sensors and a monitoring panel. 

The major disadvantage of the system is that detail analysis of the earthquake 

signals was impossible, since the signal analysis equipment wa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monitoring system. When an earthquake occurs in HANARO, it 

was prearranged that the recorded signals could be analyzed with the help of 

the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that has the seismic analysis equipment.  

In addition, most of the parts in the monitoring panel of the existing system are 

not produced any more. Thus, it is difficult to get spare parts for the 

monitoring panel. The regulatory agency recommends that the seismic 

monitoring system should be provided with the signal analysis equipment that 

can analyze the seismic signals.

  Systems and structure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HANARO are classified as 

seismic category I. If the vibratory ground motion exceeding that of the OBE is 

perceived by the field senso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reactor 

shutdown is required. Thus, when an earthquake occurs, it is necessary to take 

prompt action to access the effects of the earthquake at the reactor building and 

the safety related system of the HANARO.

  These considerations motivated the present work, which is to improve the 

existing seismic monitoring system and to develop a seismic safety evaluation 

system. The first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develop a new digital 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SMAS) that can offer rapid and precise information 

for an earthquake by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seismic signals obtained from 

the field sensors. The second objective is to develop a Seismic Evaluation 

System(SES) that can perform rapid evaluations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HANARO reacto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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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order to develop the new digital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for 

HANARO, as a first step,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fabrication of HANARO 

SMAS is provided. The design and capability requirements of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SMAS are investigated and includ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 Then, according to the technical specification, the digital type 

hardware of the SMAS is developed. In addition, the 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programs that can display and analyze the signals of the seismic events 

are developed. These programs are designed to provide a user-friendly 

GUI(Graphic User Interface) environment, making system setup and data display 

quick and easy.

  In order to verify the functioning performance of the SMAS, a Site 

Acceptance Test(SAT) is carried out. The SAT includes the in-place functional 

testing of the system hardware components such as power supply modules, 

seismic sensors, data acquisition modules, etc. In addition, the capability of the 

developed 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programs such as seismic data 

display, seismic signal analysis, and data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database 

program is tested.

  The cabinet of the HANARO SMAS is classified as seismic category I, and 

quality class T. It is required that the seismic category I system is designed to 

have adequate integrity to withstand the seismic loads and remain functional. In 

this work, the seismic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integrity of the newly 

developed SMAS are verified.

  In order to develop a Seismic Evaluation System(SES), a 3-D structural model 

of the HANARO reactor building is developed. The database of the design 

FRS(Floor Response Spectrum) of the HANARO reactor building is provided as 

a criterion for the seismic safety assessment. The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nd floor response analysis program that can calculate the seismic response and 

the FRS(Floor Response Spectrum) of the reactor building are developed. To 

perform rapid evaluations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HANARO reactor 

building, the MMI program that can manage the operation of the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nd floor response analysis program is develop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functional capability of the developed Seismic Evaluation 

System(SES), a site acceptance test is carried out. In addition,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eveloped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nd floor 

response analysis program ar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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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nalog seismic monitoring system for HANARO has been improved into 

a new digital SMAS(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 For this purpose, the 

digital type hardware for the SMAS was newly developed. And the 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programs that can provide a rapid and precise 

information for an earthquake were developed. In order to confirm the functional 

capability of the developed SMAS, the SAT(Site Acceptance 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fabrication 

technical specifications. In addition,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seismic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developed SMAS were evaluated. The evaluated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SMAS has adequate structural integrity and it can 

withstand the seismic loads and remain functional. The developed SMAS is 

successfully operating in the HANARO instrument room for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signal of an earthquake at the HANARO site. 

The SES(Seismic Evaluation System) that can perform rapid evaluations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reactor building has been developed. After an 

earthquake, using the seismic signal obtained from the field sensors, the 

developed SES can perform a detail 3-D seismic analysis of the reactor building 

and some local analyses of the safety related system required for the 

assessment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HANARO building. In addition, the 

developed seismic evaluation system equipped with the post processing capability 

to display analysis results graphically or in report form.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SES can be utilized for the evaluation of the seismic safety of the 

HANARO reactor building and the safety related seismic category structures 

after an earthquake.

The 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technology, and seismic safety analysis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work can be utilized as a base technology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seismic monitoring system and seismic safety 

evaluation system for other research reactor or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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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발생하는 지진의 감시 및 기록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

었던 지진감시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계측센서와 계측기기실에 설치된 감시 캐비

닛(cabinet)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계측센서는 지진트리거(seismic trigger) 1대, 

지진스위치(seismic switch) 1대 및 삼축 가속도계(triaxial accelerometer) 3대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하나로 원자로 건물 내부와 주변에 설치되어,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

는 지진신호를 감시한다. 감시 캐비닛은 지진스위치 제어반, 삼축 시간이력 가속도

계측 제어반, 자료 기록반 및 자료 재생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정치 이상의 지

진이 발생하는 경우,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키며, 지진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의 자

기테이프에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테이프 기록방식의 지진감시시스템은 지진 계측용 센서를 제외한 구

성품의 생산이 대부분 중단되어, 부품의 고장시 이를 대체할 예비품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지진감시에 대한 선진기술을 확보한 외국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진감시시스템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수입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외국 기술에 의존해

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하나로에는 지진 분석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진 분

석장비를 보유한 한수원(주) 광 원자력발전소의 협조를 받아 지진신호 분석을 수

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신호의 분석이 어려운 형편이다.

  하나로의 안전성 관련 시스템과 구조물은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의 크기가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이상일 

때에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측정 기록된 지진신호를 분석하여 원자로 건

물과 건물 내부의 내진범주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하나로 시설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OBE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과학기술부에 지진발생후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로에 지진발생시 지진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분

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 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와 함

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진발생 후 신속하

게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안전성 관련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답을 

계산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구축된 내진 설계요건과 비교하여 지진 안

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진평가시스템(SES, Sesimic Evaluation System)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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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1차년도에는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신호에 대한 감시 및 분석을 

수행하고, 지진신호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진감시 분석시

스템(SMAS)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며, 2차년도에는 지진발생 후 신속

하게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안전성 관련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 안전

성을 평가하는 지진평가시스템(SES)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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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차년도에는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하나로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개념연구 및 설계를 수행한다. 개념연구를 통해 하나로 지

진감시 분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과 사양을 조사하며, 이를 기반으

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성능 

요건을 결정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시방서를 작성한다.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술시방서

에서 정해진 하드웨어 설계 및 성능 요건에 맞는 하드웨어 구성품을 선정한 후, 디

지털 방식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작한다. 또한 개발된 지진감시 분

석시스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지진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며,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에 대한 설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또한 하나로에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 실시간으로 지진신호를 계측 분석하여, 운전원이 운전중인 원자로의 정

지여부를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계 

및 성능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한다. 현장성능

시험을 통해 전원공급장치, 지진감지 센서, 자료취득 모듈, 경보 판넬 등의 하드웨

어 성능을 시험한다. 또한 지진감시 및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성능 즉, 데이터 표시

기능, 지진신호 분석기능,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기능 등 소프트웨어

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되며, 내진 I등급에 해당하는 시

스템은 안전정지 지진(SSE)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지진 발생 후에

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내진 특성과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한다.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실제로 하나로 운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원 

또는 관리자가 새로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전 및 점검 절차를 숙지할 필

요가 있으므로, 운전원과 관리자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전 및 점검 절차를 새로 개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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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의 2차년도에는 지진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진응답 평가 대상

인 원자로 건물의 지진에 의한 동적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3-D 구조해

석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지진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자로 건물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진평가시스템을 운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의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구조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원자로 건물의 응답시간

이력에 대한 층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원자로 건물의 층응답스펙트럼

(Floor Response Spectrum)을 구하는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한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 해석 프로그램을 제어하며, 해석결과를 데

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 해석결과를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

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능,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

하는 기능 등을 통합 제어하고,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상태와 출력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MMI(Man-Mach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지진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

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

며,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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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외국의 현황

  하나로에서 사용되었던 지진감시시스템은 미국 Kinemetrics사의 20년전 모델이므

로 부품생산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지진감시시스

템을 교체할 경우,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Kinemetrics사의 지진감시시스템인 

Condor의 가격은 매우 고가이다.

  미국 전력사 EPRI에서는 기존의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초과여부 결

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소규모 지진 발생시 불필요한 운전정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지진 발생후 원전 대응조치의 일반지침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NRC에서는 이 연구성과를 반 하여 지진관련 감시시스템 규제

요건인 Regulatory Guide 1.166을 1997년 3월에 개정하 다[1].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OBE 초과 여부는 지반가속도 0.1g 초과 및 OBE 스펙트럼 

초과로 결정되므로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소규모의 지진 발생

시에도 불필요한 운전정지 사례가 있었으나 기존의 OBE 초과기준이 원전의 손상도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손상도와 직결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가장 적합한 지진손상도 파라미터는 누적절대

속도(Cumulative Absolute Velocity, CAV)로 판명되었으며, 이를 반 하여 지진관

련 감시시스템 규제요건인 Regulatory Guide 1.12를 개정하 다[2].

  지진에 의한 원자로 시설의 거동 감시 및 향 평가를 위한 기술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CARES(Computer Analysis for Rapid Evaluation of Structures)가 있다

[3]. 전산프로그램인 CARES는 원전 규제기관의 편리한 인허가 업무수행을 위해 원

자로 건물의 복잡한 구조적 형태를 단순한 해석모델(예를 들어 stick model) 로 변

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인 해석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

램이다. CARES는 원전 건물의 구조해석 결과에 대한 검토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

에 규제기관에서 원자로 건물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하여 적합할 뿐이며, 

지진 안전성 평가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층응답스펙트럼의 

처리 및 동적특성 비교 및 평가 기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

한 CARES에는 해석결과, 설계자료 및 건물과 기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기능이 없으며, 건물 및 주요 기기들의 지진

평가결과 취약지점 또는 기기들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

이 없으므로, 지진발생 후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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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의 현황

  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는 지진 발생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설시기에 적용된 규제기준에 따라 설치위치 및 유지관리가 발전

소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 및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지진활동성 연구에 따르면 국내지역은 중소규모 지진 다발지역으로 구분

되며, 대규모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보다는 중소규모 지진의 근거리 발

생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존에 설치된 지진감시 계통을 개정된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주) 광원자력 제 1발전소에서는 외국의 

현황에서 기술한 새로운 규제기준을 적용한 지진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설

치한 바 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광 원자력발전소에서 개발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 완료하 다. 국내에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상용품

이 없는 실정이므로 하나로에서는, 하나로와 동일한 지진감지용 가속도계를 보유하

고 있는 광원자력 제 1발전소가 개발한 예를 참고로 하여, 하나로에 적합한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SMAS)을 개발한 후 이를 현장에 설치한다.

  국내의 경우 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거동 감시 및 

향 평가를 위한 기술이나, 원자력 건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진분석의 

제반 단계를 통합한 지진평가시스템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지진감시시스템

은 주로 운전기준지진의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어 있으

며, 지진감지센서가 설치된 몇 개의 위치에서 계측된 지진크기가 운전기준지진 또

는 설정치를 초과하 는지를 감시하고 설정치를 초과한 경우 경보만을 발생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지진감시시스템은 지진감지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안전성 관련 기기들에 대한 지진응답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지진발

생 후 원자로 건물 전체의 구조건전성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안전성 관련 기기들

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지진신호를 이용하여 건물의 

동적 구조해석, 응답시간이력 산정 및 건물 내부 안전성 관련 기기들의 층응답스펙

트럼 분석, 지진응답 해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수행하고, 지진 발생 후 

원자로 건물 및 내진범주 구조물에 대해 지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진

평가시스템(SES)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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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절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설계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

템에 대한 개념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과 사양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의 설계등급과 설계요건을 결정하 다. 또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세부적인 설계규격과 기술규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4].

1. 설계등급 및 설계요건

가. 설계등급 분류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원자로 냉각계통이나 원자로 정지에 전혀 향을 

주지 않는 계통으로서, 설계등급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4].

(1) 안전등급: NNS(Non-Nuclear Safety)

(2) 내진범주(Seismic Category): I급

(3) 품질등급(Quality Class): T급 

나. 관련규격 및 기준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하여 적용한 관련 규격 및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10 CFR 100 APP.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2) Reg Guide 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 

(Rev. 2, 지진계측)

(3) Reg Guide 1.27: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내진등급 분류)

(4) Reg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설계입력지진) 

(5) Reg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내진해석시의 감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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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g Guide 1.92: Combining Model Response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내진해석시의 응답조합) 

(7) Reg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 (내진 검증)

(8) Reg Guide 1.122: Development of Floor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Supported Equipment or Components 

[층응답스펙트럼(FRS) 작성]

(9) Reg Guide 1.165: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설계지진입력 결정방법)

(10) Reg Guide 1.166: Pre-Earthquake Planning and Immediate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Post Earthquake Action

(11) Reg Guide 1.167: Restart of a Nuclear Power Plant Shutdown by a 

Seismic Event (지진에 의한 발전소 정지 후 운전 재개를 

위한 점검 및 시험)

(12) ANSI/ANS 2.2-78: Earthquake Instrumentatio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지진계측 설비)

(13) ANSI/ANS 2.10: Guideline for Retrieval, Review, Processing and 

Evaluation of Records Obtained from Seismic 

Instrumentation (지진계측 설비에 의한 지진기록분석)

(14) IEEE 323: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74 (내환경 검증)

(15) IEEE 344: IEEE Recommended Practice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74 (내진 검증)

(16) IEEE 1012: Standard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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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규격

가. 설계기준

  개발되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다음에 기술된 하드웨어 설계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1) 하드웨어의 설계규격

①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성 모듈 및 기기는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조작이 편

리하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각 모듈 및 기기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야 한다.

③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내부 구조는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

작되어야 한다.

④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서브랙(sub-rack)은 내구성이 강하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각 구성 모듈의 기능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기를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⑥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에는 모듈을 고정하기 위한 전면 조임나사와   

서브랙으로부터 모듈을 분리하기 위한 이젝터(ejecto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⑦ 전원 상실시에도 각 모듈에 입력된 운용 파라미터 및 취득정보가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⑧ 주 전원이 상실되더라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전원으로 설비가 30분 

이상 모든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서브랙에는 냉각용 팬(fan)이 설치되어야 한

다.

⑩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규격화되고 상용화된 것을 사용한다.

⑪ 모든 기기는 해당 기기를 나타내는 태그(tag)가 부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⑫ 모든 신호 점검용 커넥터(connector)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캐비닛 전면에 위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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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module) 설계 분야

① 회로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둘레 5 mm 이내에는 회로의 부품이 설

치되지 않도록 한다.

② 모듈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및 조작을 위한 스위치들은 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모듈의 내잡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듈 설치시 전자회로기판이 상호 접촉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설계한다.

④ 전원공급 모듈(power supply module)은 Mill Spec. 461D를 적용하여 설계한

다.

⑤ 데이터 입출력(data input/output)을 담당하는 I.C는 소켓(socket) 타입으로 설

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작기준

(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규정된 시험규격에 합격한 

자재 또는 동등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의 신뢰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2) 내부결선용 와이어(wire)는 내열 터프론 와이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예상 최대 

전류량의 1.5배 이상의 용량을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설비에 사용되는 BNC 커넥터(connector)와 케이블(cable)은 신뢰성이 입증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잡음성이 우수해야 한다.

(4) 제작, 조립시 준수사항

① 회로판(PCB) 부품 조립시 불완전한 접속, 납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트랜지스터는 기판에서 5 mm 이상 띄어서 설치하고, 아래에 절연체를 설치

한다.

③ 전력소자는 모두 방열판을 설치하여 최대의 방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모든 회로판(PCB)은 외부로 점퍼(jumper) 처리가 없어야 한다.

⑤ 모든 기판은 코팅처리 한다.

⑥ 각 구성모듈의 전면에는 모듈의 표시기 및 스위치, 커넥터의 식별을 위한 태

그(tag)만이 부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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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 기술규격

가. 일반사항

(1)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시험과 모의 지진신호를 이용한 신호 검출, 저장 및 분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건전성 시험

     삼축 가속도계, 지진트리거, 지진스위치, 각 구성모듈 및 각 기기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루프 테스트(loop test)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지진파 모의시험

지진파 모의신호를 서로 연관되는 채널에 동시 또는 단독 인가하여 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설계하여야 한다. 

(2) 각 모듈을 구성하는 카드의 신호 입출력단과 내부 구성품과는 물리적으로 분리

되어 외부 이상신호에 대해 내부 구성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모듈은 외부 잡음(noise) 신호로부터 보호 및 차단되어야 한다.

(4) 내 진동 및 24시간 연속운전에 맞는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5) VME(Vesa Module Eurocard) bus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VME bus용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정상운전시 기능 요구사항

(1) LAN 통신을 이용한 분석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사용자가 화

면상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스템 운용 파라미터의 수정

② 신호데이터의 처리 방법 변경

(2) 현장신호 데이터 요청시 분석 컴퓨터를 통해 해당 채널의 신호 데이터를 제공

한다.

(3) 각종 경보, 전원 및 운전상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모듈은 hot swap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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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제어 유니트(Main Control Unit, MCU) 규격

(1) 기능

① 주제어 유니트를 구성하는 모든 모듈은 외부 잡음 신호로부터 보호 및 차단되

어야 한다.

② 내 진동 및 24시간 연속운전에 맞는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③ VME bus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VME bus용 모듈을 사용한다.

④ LAN 통신을 이용한 분석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화면에서 입

력되는 명령을 실행한다.

⑤ 현장신호 데이터 요청시 분석 컴퓨터를 통해 해당 채널의 신호 데이터를 제공

한다.

⑥ 각종 경보, 전원 및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전상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제어 모듈(Main Control Module, MCM) 규격

① 기능

㉮ 지진파 신호를 감시, 검출, 저장, 판단, 처리하기 위한 주제어 유니트

(MCU)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핵심 모듈이다.

㉯ DIM(Digital Input Module)에 의해 지진신호 검출을 알리는 인터럽트

(interrupt)가 전달되면 MCM은 모든 DAM(Data Acquisition Module)의 

지진파 신호 데이터를 LAN을 통해 분석 컴퓨터 및 FMM(Flash Memory 

Module)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취득한 지진신호

를 주파수별(1∼33.5 Hz, 62등분)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트리거(YS-001)가 작동하여 DIM에 의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DAM

의 전 채널은 20㎲이내에 동기가 되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듈별 시간 동기는 하드웨어적으로 VME bus 상에서 동기시킴으로써, 데

이터 저장시 전 채널이 20㎲이내에 동기가 되도록 한다.

㉳ DAM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용 메모리(memory)가 있

어야 한다.

㉴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트리거(trigger) 설정치, OBE(Operating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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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설정치 또는 CAV(Cumulative Absolute Velocity) 설정치를 

초과하면 다음의 과정이 수행되도록 설계한다.

ⓐ DOM(Digital Output Module)을 통해 경보 판넬과 제어실의 보조계통 

제어반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 만약 분석 컴퓨터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신호데이터에 “미 전송 

tag”를 설정한 뒤 플래시 메모리 모듈(FMM)에 저장되도록 하며, 분석 

컴퓨터가 정상으로 복귀될 때 해당 신호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 멀티 태스킹(multitask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 구조물의 설계 응답스펙트럼 값을 ROM(Read-Only Memory)에 구히 저

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양

㉮ VME bus 표준의 master 및 system controller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A32/D64, A24/D16).

㉯ MC68040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32비트, 33MHz 이상).

㉰ 16Mbyte의 메모리와 1Mbyte이상의 battery backup용 메모리를 가져야 한

다.

㉱ 이더넷(Ethernet)이 지원되어야 한다(전면/뒷면 모두 가능).

㉲ 코드(code) 및 데이터 저장을 위한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가져야 

한다.

㉳ +5V 단일 전원으로 상기의 모든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4개의 serial I/F가 가능해야 한다.

㉵ 고성능 DMA(VME bus D64)

㉶ 1Mbyte on board flash memory

㉷ Timer interrupt를 위한 6개의 32bit timer와 watchdog timer

㉸ 8개의 software interrupt

㉹ 8K × 8 NVRAM, real-time clock

㉺ Remote reset/abort/status/control 기능 

㉻ Debugger 및 diagnostic firmware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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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취득 모듈(Data Acquisition Module, DAM) 규격

① 기능

㉮ 현장에 설치된 지진감시용 삼축 가속도계로부터 입력되는 삼축방향(L, T, 

V 방향) 출력신호를 변형 및 왜곡 없이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 DAM의 운  파라미터는 분석 컴퓨터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A/D 변환은 500 Hz, 16bit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 내장된 A/D변환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진파 신호를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비휘발성 저장메모리를 가져야 한다.

㉲ 3분 이상의 연속적인 지진신호를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파 신호 검출시 동작(지진트리거 동작 기능)

ⓐ CPU에서 지진파 신호 검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pre-trigger(0-30%)를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전 채널의 지진파 신호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저장되는 각 채널간의 시간동기는 20㎲이내이어

야 한다. 또한 저장되는 데이터 크기는 pre-trigger를 포함하여 30초(변

경가능)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진파 신호의 크기가 DAM의 설정치에 도달하면 CPU에 지진파 신호

검출 인터럽트(interrupt)를 제공하여 pre-trigger(0-30%)를 포함하여 즉

각적으로 전 채널 지진파 신호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때 저장되는 각 채널간의 시간 동기는 20㎲이내이어야 한다.

ⓒ 지진파 검출 신호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 전면의 이벤트(event) LED를 

동작시킨다.

㉴ 자료취득 모드(data acquisition mode)는 continuous와 trigger 모드에서 동

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파 알고리즘의 수행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저장, 계산, 비교 등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관리해야 한다.

㉶ VME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데이터전용 메모리를 shared    

memory로 구현한다.

㉷ 신호크기 및 교정방법

   최대 입력전압(full range)은 ±2.5V DC/ full scale(F.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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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V DC = 0 g

   ⓑ +2.5V DC = + F.S. 

   ⓒ -2.5V DC = - F.S. 

㉸ 각 모듈의 입력 및 출력 신호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신호 연결

은 커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된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 입력 analog channel 1: L 입력 신호 연결(+, -)

 ⓑ 입력 analog channel 2: T 입력 신호 연결(+, -)

 ⓒ 입력 analog channel 3: V 입력 신호 연결(+, -)

 ⓓ 입력 analog channel 4: spare

 ⓔ 출력 digital channel 1: function test시 calibration 동작 전원 제공

   ⓕ 출력 digital channel 2: function test시 natural frequency 동작 전원

                            제공

② 사양

㉮ 일반사항

ⓐ VME bus의 표준 slave 인터페이스 모듈이어야 한다.

ⓑ VME bus상으로 16KB이상의 dual port memory를 제공해야 한다.

ⓒ 내부에 장착된 DSP CPU를 이용하여 고속계산 및 분석이 가능해야 한

다.

ⓓ 자체에 1MB 이상의 메모리를 두어 데이터의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 16비트 A/D변환기: 10㎲이하의 변환시간, 4채널 이상의 multiplexer

ⓕ 4채널의 디지털 입력과 4채널의 디지털 출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 +5V 전원으로 상기 모든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CPU 규격

ⓐ 32bit TMS320C32-50, 32bit 이상

ⓑ Floating-point DSP

ⓒ 외부 데이터 메모리를 위한 8-/16-/32-bit bus interface

ⓓ TMS320C30, TMS320C31과 object code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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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hip memory-mapped peripherals, one serial port, two 32bit timer, 

two-channel direct memory access

ⓕ Multiprocessing을 위한 inter-locked instruction

ⓖ Flexible boot-program loader

ⓗ 상위 모듈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VME interface logic & dual port 

RAM(Random-Access Memory) 

㉰ A/D converter

ⓐ Analog Device 사의 AD676 이상

ⓑ Sampling rate: 200 Hz 이상

ⓒ Resolution: 16bit 이상

ⓓ 500 Hz full power bandwidth

ⓔ On-chip sample hold 기능

ⓕ Auto-calibrating이 가능해야 함

ⓖ 108dB S/(N+D) 이상 

ⓗ 1 serial port

㉱ 대역통과 필터(bandpass filter)

ⓐ 전 범위: 0.1 Hz ∼ 20 kHz 

ⓑ 필터링 범위: 0.1 Hz ∼ 50 Hz 

ⓒ 신호의 대역 필터링에 사용되는 필터는 특히 0.1 Hz ∼ 40 Hz 대역에서 

우수한 주파수 특성을 가져야 한다.

(4) 디지털 출력 모듈(Digital Output Module, DOM) 규격

① 기능

㉮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기능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가속도계에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능 시험시 제어실의 보조계통 제어반 및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경보 판넬

에 경보 발생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고장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경보 판넬에 시청각 경보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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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진 발생시 지진의 크기가 DAM의 설정치, 지진트리거(YS-001) 설정치 

또는 지진스위치(YS-002) 설정치를 초과하 을 때 아래와 같이 경보를 발

생한다. 이때 DOM의 리셋(reset) 스위치가 동작하기 전까지는 경보 신호

를 계속하여 유지한다.

㉲ 지진트리거 또는 분석알고리즘에 의해 지진트리거 신호(YS-001)가 발생되

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경보 판넬 및 제어실의 보조계통 제어반에 시청

각 경보를 발생한다.

㉳ 지진스위치 또는 분석알고리즘에 의해 지진스위치 신호(YS-002)가 발생되

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경보 판넬 및 제어실의 보조계통 제어반에 시청

각 경보를 발생한다.

㉴ 누적절대속도(Cumulative Absolute Velocity, CAV) 경보가 발생하면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의 경보 판넬에 경보를 발생한다.

② 규격

㉮ CPU: I80186-16MHz, 256K RAM 이상

㉯ VME bus slave(A24/D8)

㉰ Dual port RAM 1K

㉱ 16 channels, optical isolation

㉲ I/O configurable 

㉳ 지진 감지기 전원 접점 제공(동작 전압)

㉴ 16채널 이상의 접점을 제공하는 VME bus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이어야 

한다.

㉵ 접점 용량은 250V DC, 0.5A정도로 하며, 각 접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 Coil과 contact의 isolation 전압이 1000V DC 이상이어야 한다.

㉷ 접점 보호기능 및 외부의 서지(surge)에 대해서 접점을 보호하는 보호회로

가 있어야 한다.

㉸ 전면에 채널별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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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입력 모듈(Digital Input Module, DIM) 규격

① 기능

㉮ 지진트리거 및 지진스위치의 알람 발생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지진트리거 및 지진스위치 동작 후 지진동이 최소 지반 가속도 이하가 되

더라도 리셋(reset)하지 않는 한 경보의 동작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 지진트리거가 동작하면 MCM(Main Control Module)에 지진신호 취득 인

터럽트(interrupt)를 발생시킨다.

② 규격

㉮ CPU: I80186-16MHz, 256K RAM 이상

㉯ VME bus slave(A24/D8)

㉰ Dual port RAM 1K

㉱ 16 channels, optical isolation

㉲ I/O configurable 

㉳ 16채널 이상의 디지털  입력이 가능한  VME bus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이

어야 한다.

㉴ 입력전압은 24V DC 정격에 9V 이하는 low, 15V 이상은 high로 인식되어

야 한다.

㉵ 입력부의 잡음(noise)을 제거하는 필터(filter)회로와 서지(surge)를 보호하

는 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 전면에 채널별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아날로그 출력 모듈(Analog Output Module, AOM) 규격

① 기능

㉮ 분석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지진파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모의 지진파 신호를 시스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시스템에 대

한 주기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3채널 이상의 모의 지진파 신호를 동시에 원하는 채널에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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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격

㉮ CPU: I80186-16MHz, RAM 256Kbyte 이상

㉯ VME bus slave(A24/D8)

㉰ Dual port RAM 1K

㉱  Output voltage: ±2.5V DC / F.S.

㉲ Optical isolation

㉳ Read back analog input

㉴ 8채널 이상의 아날로그(analog) 출력을 제공하는 표준 VME bus 모듈이어

야 한다.

㉵ CPU가 내장되어서 MCM의 부담 없이 8채널 동시에 5000 sample/sec의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16비트 이상의 분해능(resolution)을 가지며 -2.5∼+2.5V의 전압신호를 full 

scale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플래시 메모리 모듈(Flash Memory Module, FMM) 규격

① 기능

㉮ 지진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기능 시험시 전반적인 시간 이력(time history) 값

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규격

㉮ 삼성 KM29N32000T/R 동등 이상

㉯ 128Mbyte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 SIMM(Serial In-Line Memory Module)형태의 모듈을 사용하여 보수가 용

이하도록 설계한다.

㉱ VME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 리셋(reset) 스위치 조작 시에 저장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 시스템 전원상실시에도 데이터 보존이 가능해야 한다.

㉴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여야 한다(battery backup SRAM,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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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  메모리를 32Mbyte 단위로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장소에 100,000회 이상의 쓰기 혹은 지우기가 가능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16비트 이상의 VME bus 표준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라. 분석 컴퓨터 규격

(1) 기능 

① MMI(Man Machine Interface)용으로 키보드(keyboard)를 통하여 사용자가 지

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LAN Port를 통해 MCM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③ 입력신호에 대한 다양한 처리기능으로 지진신호 발생시 신속한 저장 및 분석

이 가능해야 한다.

④ 지진파 신호 데이터 처리

㉮ 현장에서 계측된 신호를 chart, continuous X-Y plot 등, 여러 가지 출력 

방법으로 화면에 출력한다(출력되는 채널 수 및 화면 선택 가능).

㉯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일반화된 데이터베이스 포맷(DBF, ASCII, binary, 

txt 등)을 사용토록 하여, 지진신호 데이터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

다.

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화면을 통해 입력되는 다음의 사용자 수행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운용 파라미터의 수정

ⓐ 자료취득 모듈, 주제어 모듈의 운용 파라미터 변경

ⓑ 지진파 분석에 필요한 운용 파라미터 변경

㉯ 시스템 운용정보 제공

ⓐ 각 채널 운용 파라미터 검색 및 표시

ⓑ 임의의 채널 신호 데이터에 대한 캡쳐(capture) 

ⓒ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지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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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진단 기능 제공

ⓐ 시스템 구성 기기의 건전성 시험 및 표시

㉱ 지진파 정보에 대한 데이터 변환 

ⓐ 지진파 신호를 주파수 역으로 변환하여 주파수별 가속도를 구함

⑥ MCM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 데이터(지진파 신호, 주기점검 

데이터 등)를 저장, 가공,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종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시스템 운용정보 및 신호 분석정보를 화면, 디스켓, 프린터로 출력 가능해야 

하며, 구저장을 위한 백업(backup) 장치로 데이터를 쉽게 입출력시킬 수 있

어야 한다. 

⑧ 지진감시 및 지진분석이 최적의 시스템 환경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컴퓨터의 성능은 최상으로 구성한다.

⑨ 지진파 신호분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

간 및 주파수 역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기능 시험시 시간이력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⑪ MCM의 ROM에 저장된 구조물 설계응답스펙트럼과 FMM에 저장된 구조물  

응답스펙트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규격  

① Computer(Pentium MMXⅢ 800MHz 이상)

② Main memory: 256Mbyte 이상

③ Cache memory: 1Mbyte 이상

④ HDD: 20Gbyte 이상

⑤ TFT-LCD monitor: Touch panel 방식의 15인치 평면 모니터,    

해상도는 1024×768 이상(rack mounting type),         

전원 on-off 기능, 모니터 절전기능

⑥ Video card: 64bit용 

⑦ Video memory: 4Mbyte 

⑧ 32배속 CD-ROM read/write(burn proof) 

⑨ FDD: 3.5"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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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thernet 카드 내장

⑪ Keyboard: 19" rack 용     

⑫ OS: Windows 2000 

마.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 unit) 규격

(1) 기능 

① 정격 입력전압(110V AC, 60Hz)을 받아서 이중화된 전원을 공급한다.

② 정격 출력전압: ＋5V DC, ±12V DC, +24V DC 

③ 운전중 전원공급기 분리가 가능하도록 전력용 DIN 커넥터(connector)를 사용

한다. 

④ 전원공급기 전면에 출력전압 조절기 및 측정 시험용 접점을 설치한다.

⑤ 동작온도: 0 ∼ 85℃

⑥ MTBF(고장간 평균시간): 80,000시간 이상

⑦ 인버터 회로의 스위칭주파수는 20kHz 이상 

⑧ 출력전압을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리니어(linear) 방식의 전원공급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2) 규격

① VME 모듈의 전원공급 모듈

㉮ VME bus 서브랙(sub-rack)에 장착되는 표준 크기의 제품이어야 한다.

㉯ 입력전압: 110V AC, 60Hz

㉰ 출력전압: +5V DC, 150Watt 이상, +24V DC, 50Watt 이상

㉱ 전면에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 전원 on/off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시스템의 모든 구성모듈을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② 센서의 전원공급 모듈(가속도계, 지진 트리거 및 스위치 전원 공급기)

㉮ 입력전압: 110V AC, 60Hz

㉯ 출력전압: +12V DC, -12V DC, 100Watt 이상

㉰ 운전중 전원공급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착탈식으로 제작하고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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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단자는 뒷면으로 처리한다.

㉱ 각각의 전원공급기 전면에 출력전압 조절기 및 측정 시험용 접점을 설치한

다.

㉲ 전면에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 전원 on/off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3U rack mount type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③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ed Power Supply, UPS)

㉮ 전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30분 이상 문제점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배터

리(battery)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 19“ rack mount type으로 설계한다.

㉰ 전면에 배터리(battery)의 충전 및 방전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 on/off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입력전압: 110V AC, 60Hz

바. FTM(FBA TB Module) 규격

(1) 기능 

① 현장의 신호와 DAM의 입력신호를 연결한다.

② 가속도계마다 독립된 FTM을 두어 가속도계별로 독립적인 운용, 연결 및 유

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FTM 및 DAM의 비정상작동(fail)시 해당 가속도계의 루프(loop)에만 향을 

미치도록 한다.

④ FTM은 삼축 가속도계에 항시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2) 규격

① 기존의 커넥터(connector) 및 DAM과의 인터페이스 커넥터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원관련 및 디지털 스위치는 일반 계전기(relay)나 전력용 MOS 계전기 혹은 

SSR 등을 사용한다.

③ DIP 선택 스위치는 dual in-line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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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TM(Switch TB Module) 규격

(1) 기능 

  지진 발생시 지진신호의 크기가 지진스위치에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를 제공한다.

(2) 규격

① 지진스위치 동작시 경보 판넬에 경보용 접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호선을 

연결한다.

② 지진스위치의 독립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지진스위치 동작시, 동작상태를 시청각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진스위치의 건전성 시험을 할 수 있는 푸시(push) 버튼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⑤ 기존의 터미널 러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지진스위치의 동작전원(+12V DC)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운전중 전원공급기 분리가 가능하도록 전력용 DIN 커넥터(connector)를 사용

한다. 

⑧ 유니트(unit)는 착탈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 3U rack mount type으로 설계한다.

⑩ LED indicator는 3mm LED with bezel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TTM(Trigger TB Module) 규격

(1) 기능 

  지진 발생시 지진신호의 크기가 지진트리거에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 을 경

우 경보를 제공한다.

(2) 규격

① 지진트리거의 독립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지진트리거 동작시, 동작상태를 시청각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진트리거의 건전성 시험을 할 수 있는 푸시(push) 버튼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④ 기존의 지진트리거 커넥터(connector)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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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전중 전원공급기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전력용 DIN 커넥터(connector)를 사

용한다. 

자. 경보 판넬(ANN) 규격

(1) 기능 

①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각종 경보를 시각 및 청각적으로 표시한다.

② 각종 경보의 접점을 원자로 제어실의 경보설비에 제공한다.

(2) 규격

①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각종 경보를 시각 및 청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경보의 접점을 제어실의 경보설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65V DC 

max 1A 접점 용량).

③ 경보발생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외부제공 접점은 기계적인 릴레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보음 리셋(reset)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⑥ LED 램프는 3 mm LED with bezel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캐비닛과 구성부품(cabinet & components) 규격

(1) 기능 

①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각 구성 기기들을 고정하고, 동작전원을 공급한다.

② 데이터의 이동을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③ 각 모듈간의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건전성 감시를 위한 케이블(cable)과 커넥

터(connector)를 제공한다.

(2) 캐비닛 규격 

① 일반 규격

㉮ 캐비닛(cabinet)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내진 검

증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캐비닛이 구성되어야 하며, 부재 크기 및 용접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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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설비 전체를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 캐비닛에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조립 규격

㉮ 110V AC용 전원 콘센트 및 NFB(No Fuse BKR)를 캐비닛 후면에 설치한

다.

③ 서브랙(sub-rack) 규격

㉮ VME bus용 서브랙(sub-rack) 규격

ⓐ 크기는 19인치 VME 6U 표준크기로 한다.

ⓑ 15 slot의 backplane이 설치되고, 별도의 전원공급 모듈(PSM)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신호의 입출력을 위한 TB단자 및 커넥터(connector)를 설치한다.

ⓓ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카. 프린터(printer) 규격

(1) 규격

 ① 컬러 잉크젯(color inkjet) 방식으로 해상도는 600dpi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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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기술규격

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건

(1) 모든 소프트웨어는 function 단위로 모듈화 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의 흐름이 구조적이고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

(3) 구성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 의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전체적인 동작의 흐

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추가적인 응용 모듈의 추가가 용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응용 모듈의 수정

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

(5) 명료한 논리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은 최소화한다.

(6)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장애(fault) 발생시 장애가 발생한 

하드웨어만 배제되도록 설계하여, 시스템 내부의 다른 요소들의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하드웨어 배제시 사용자에게 배제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수단

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에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장애 발생시 검

출 및 조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8)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모든 일자는 년, 월, 일, 시간, 분, 초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신호 검출 및 취득 소프트웨어

(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삼축 가속도계에서 탐지한 지진

파 신호를 취득, 저장,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물 및 계통의 건전성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신호의 크기

① 지진 가속도 감지기 출력: ±2.5V DC / F.S.

(3) 신호의 주파수 특성 

① 정상신호의 주파수 범위: 0 Hz ∼ 33.5 Hz

② 지진동(파) 주파수 범위: 0 Hz ∼ 80 Hz(일반적 특성)

(4) 지진(파)의 가속도 검출 및 분석

① 지진에 의해 지각에 잠재된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며 지진신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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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축 가속도계 및 지진트리거 동작 

ⓐ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트리거가 동작되며, 이벤트(event) 신호가 발생한다

(continuous/trigger mode).

ⓑ DAM에 설정치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면 pre-trigger가 동작하며, 이벤트

(event) 신호가 발생한다(continuous/trigger mode).

(5) 지진신호 취득

① 지진트리거가 동작되면 MCM은 DIM에서 지진이벤트(seismic event)의 인터

럽트(interrupt) 신호를 받아 전 채널의 DAM에 지진이 발생되었음을 알린다.

② DAM은 삼축 가속도계 신호 중 설정치(set-point) 이상의 신호가 검출되면 

MCM에 이벤트 인터럽트(event interrupt) 신호를 알린다.

③ 잡음(noise)에 대해서는 이벤트 인터럽트(event interrupt)가 발생하지 않도록 

DAM을 설계해야 한다.

다. MCM 운  소프트웨어

(1) DAM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MCM은 지진트리거나 DAM에서 발생된 인터럽트(interrupt) 정보를 이용하여 

전채널의 DAM에 하드웨어 인터럽트(전 채널을 20㎲이내에 동기)를 발생시켜, 

전채널의 지진신호 데이터를 MCM으로 가져온다.

(2) 분석 후 조치

① 지진파 분석결과가 설계응답스펙트럼 초과, OBE 및 CAV 설정값 이상으로 

판정되면 취득된 지진신호 데이터, 분석결과 및 각 채널의 지진정보를 고속

의 입출력이 가능한 별도의 플래시 메모리 모듈(FMM)에 저장하고, 상위의 

분석 컴퓨터에 지진파 신호 데이터를 전송하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 및 

경보 판넬(ANN)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② 지진파 분석 결과가 설정값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정보와 취득신호를 FMM 

및 상위 분석 컴퓨터로 전송한다. 

③ 사용자가 지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신호 분석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  

컴퓨터로 전송된 지진파 신호 데이터에 대한 누적절대속도(CAV)를 계산하

고, 실제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데

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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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감시 및 분석 소프트웨어

(1) 분석 컴퓨터는 MCU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취득된 신

호를 분석하기 위한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상호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

로 운 되어야 한다.

(3) 사용자 화면은 풀다운(pull down) 메뉴와 스피드 버튼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이때 모든 버튼들은 사용자가 손끝으로 선택하기 적당한 크기로 한다.

(4) 모든 기능은 주 화면과 부 화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 화면에는 주메뉴

(main menu)가 표시되어야 한다.

(5) 주 화면과 부 화면은 스피드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부 화면은 탭(tab)으로 구성하며, 탭 상단에 각각의 탭에 대한 기능별 스피드 

버튼이 있어야 한다.

(7) 화면 하부에 상태 표시 바가 있어야 하며 상태바(status bar)에는 시스템 모듈

과의 통신상태, MCU의 동작상태 및 현재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운 자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운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9)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0) 지진감시 및 지진분석용 사용자 화면을 통해 입력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명

령을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1) 지진감시 및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Windows 2000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  파라미터 관리, 시스템 운 환경 설정, 각 채널신

호의 다양한 화면 출력, 지진신호 데이터관리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 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13)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모든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

어야 한다.

(14) 자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탑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포맷을 핸들

링할 수 있어야 한다.

(15) 저 수준의 언어와 쉽게 연계(link)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작성되는 프로그램은 상용의 Windows용 실행 프로그램이나, 혹은 코드화된 C 

언어(languag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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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제작

1.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개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 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은 하나로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진신호를 감지하여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시스템이다[4,5].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설정치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로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하며, 실시간으로 지진의 시간이력(time history)을 저

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제작하 다[5]. 이때 취득한 지진신호를 3단계로 각기 

다른 장치에 저장하므로, 지진으로 인해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데이터를 잃지 않

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이후에도 사용자가 지진에 대한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저장된 지진데이터를 분석하여 하나로의 설계응답스펙

트럼과의 비교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나로의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진 종료 후 수행되는 후속 정  평가 및 재가동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지진 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모듈에 대한 건전성 시험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2.1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은 지진신호를 계측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센서와, 지진신호를 감시하고 이를 분

석하기 위한 모듈들로 구성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cabinet)으로 구성된다. 

  하나로에 발생하는 지진신호를 감지, 계측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센서는 지진

트리거(seismic trigger) 1대, 지진스위치(seismic switch) 1대 및 3대의 삼축 가속도

계(accelerometer)로 구성된다. 지진트리거는 원자로실 기초슬래브에 설치되어 있으

며, 지진트리거에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의 1/10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에 지진경보(WN-34)가 발생하며, 원자로실 기초슬래

브, 원자로건물 동쪽의 자유지표면, 원자로실 크레인지지대에 위치한 삼축 가속도계

로부터 입력되는 지진신호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저장한다. 또한 원자로실 기초

슬래브에 설치된 지진스위치에 OBE(수평방향: 0.1g, 수직방향: 0.067g) 이상의 지진

신호가 감지되면,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에 지진발생경보(WN-33)가 동작하며, 세 

개의 삼축 가속도계로부터 입력되는 지진신호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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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성도

  표 3.2.1은 현장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취득된 지진신호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에 설치된 모듈들의 기능을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

림 3.2.2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캐비닛은 주

제어 유니트(MCU), 경보 판넬(ANN), 인터페이스 유니트(ICU), 전원공급장치, 산업

용 컴퓨터(IPC) 및 모니터(LCD)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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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성 모듈 및 기능

ANN Annunciator Panel  현재 시스템 정보를 LED로 표시, 경보 발생시 부저 기능

LCD LCD Monitor
 지진감시 및 분석에 필요한 파라미터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IPC
Industrial Personal 

Computer 
 MMI 및 분석용(CAV, FFT, 응답스펙트럼) 컴퓨터

MCU Main Control Unit

MCM
Main Control Module

상위 통신, 하위 모듈 관리, 알람발생 여부 판별

FMM
Flash Memory Module

지진 이벤트 및 알람 데이터 저장

DIM
Digital Input Module

지진트리거 및 스위치 상태 체크

DOM
Digital Output Module

시스템 상태표시 및 알람 신호 출력

AOM
Analog Output Module

시스템 건전성 확인을 위한 모의 신호 출력

DAM
Data Acquisition Module

지진신호 취득 및 지진 이벤트 발생 여부 판별

PSM
Power Supply Module 

SMAS 구성 모듈에 전원 공급

PWM
Power Window 

Module

센서(±12V), MCU(5V), DIM, DOM, ANN(24V) 장치에 

공급되는 전압 표시

ICU
Interface Card 

Unit

FTM
FBA TB Module

가속도계 인터페이스 및 DAM으로 신호 공급 

TTM
Trigger TB Module

DIM으로 지진트리거 신호 공급

STM
Switch TB Module

DIM으로 지진스위치 신호 공급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주전원 상실시에도 안정적인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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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유니트(MCU)는 VME 랙(rack)을 통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며, 컴퓨터와 통

신을 수행하는 주제어 모듈(MCM), 현장 센서의 신호를 취득하여 디지털신호로 변

환하고 지진 이벤트(event)를 검출하는 자료취득 모듈(DAM), 지진트리거 및 지진

스위치의 상태를 감시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입/출력 모듈(DIM/DOM), 시

스템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모의신호를 출력하는 아날로그 출력 모듈(AOM), 취득

한 지진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플래시 메모리 모듈(FM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O TITLE NO TITLE NO TITLE

1 BLANK(3U) 6 KEYBOARD(1U) 11 12V POWER SUPPLY(3U)

2 ANN(2U) 7 IPC(4U) 12 BLANK(1U)

3 MONITOR(10U) 8 PWM(1U) 13 UPS(3U)

4 SUB RACK(6U) 9 CARD(6U)

5 FAN UNIT(1U) 10 BLANK(1U)

그림 3.2.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cabinet) 구성도

  경보 판넬(ANN)은 현재 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LED로 표시해 주며, 경보 발생시 

부저(buzzer)를 이용하여 경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 유니트(ICU)는 삼축 가속도계와 연결되어 지진신호를 자료취득 모듈

(DAM)로 전달하는 FTM, 지진트리거 신호를 디지털 입력 모듈(DIM)로 전달하는 

TTM, 지진스위치 신호를 디지털 입력 모듈(DIM)로 전달하는 STM으로 구성된다.

  전원공급장치는 전원공급 모듈(PSM)과 무정전 전원장치(UPS)로 구성되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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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된 센서와 캐비닛에 설치된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용 컴퓨터(IPC)에는 지진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제어 

모듈(MCM)과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지진신호를 저장, 분석한다. 모니터(LCD)는 터

치스크린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3.2.3은 하나로 원자로 건물 3층 계측기기실에 설치 완료된 지진감시 분석시

스템의 캐비닛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3 계측기기실에 설치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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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신호 감시 및 분석 알고리즘

가. 지진신호 감시 및 분석 절차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삼축 가속도계에서 탐지한 지진파 신호를 

취득, 저장, 분석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하나로 구조물 및 계통의 건전성을 평가

한다. 가속도 센서에서 취득되는 지진신호는 자료취득 모듈(DAM)을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며 자료취득 모듈은 이 값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설정치(fixed 

set-point)가 넘으면 트리거링(triggering)하고 지진 데이터 취득을 시작한다. 또한 

지진트리거가 동작할 경우에도 자료취득 모듈은 데이터 취득을 시작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취득된 데이터에 누적절대속도(CAV, Cumulative Absolute Velocity),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초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람 여부를 판단하

며, 누적절대속도 계산 결과와 응답스펙트럼 값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

를 발생시킨다. 경보가 아닌 데이터는 이벤트 데이터로 처리된다. 경보 데이터와 이

벤트 데이터는 모두 플래시 메모리 모듈(FMM)에 저장됨과 동시에 산업용 컴퓨터

(IPC)의 지진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송되고,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CAV, filtering, FFT, damping별 OBE 기준치와의 비교, 지진 규모 및 

에너지 계산 등 각종 분석 작업을 수동 및 자동으로 수행한다. 분석된 결과는 데이

터 베이스에 저장되며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1) 지진 신호 계측장치의 특성

① 지진 계측용 센서의 감도(sensitivity)

㉮ 지진신호 취득용 가속도계의 출력: ±2.5V DC/g (g: 가속도 단위) 

  

② 주파수 특성 

㉮ 정상신호의 주파수 범위: 0 Hz ∼ 33.5 Hz

㉯ 지진동(파) 주파수 범위: 0 Hz ∼ 80Hz(일반적 특성)

  

③ 취득 데이터의 특성

㉮ 해상도(resolution): 16bit(0∼65535, 0x0000∼0xFFFF)

㉯ 샘플링주파수(sampling frequency): 5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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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신호 취득의 시작(triggering)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지진 데이터가 취득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발생: 지각에 잠재된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지진신호가 발생된다.

② 지진트리거가 동작하거나 자료취득 모듈(DAM)에서 이벤트(event)가 발생한

다.

③ 지진트리거가 동작되면 주제어 모듈(MCM)은 디지털 입력 모듈(DIM)에서 이

벤트 인터럽트(event interrupt) 신호를 받아 전 채널의 DAM에 지진이 발생

되었음을 알린다.

④ 자료취득 모듈(DAM)은 삼축 가속도계 신호중 설정치(fixed set-point) 이상

의 신호가 발견되면 MCM으로 이벤트 인터럽트(event interrupt) 신호를 알린

다.

⑤ 주제어 모듈(MCM)은 지진트리거나 DAM에서 발생된 인터럽트 정보를 이용

하여 전 채널의 DAM에 하드웨어 인터럽트(전 채널을 20㎲이내에 동기)를 발

생시켜 데이터 취득을 시작한다. 이 때 미리 설정된 구간 만큼의 pre-trigger

역이 함께 저장된다.

⑥ 일정 시간 만큼의 데이터가 취득되고 더 이상 추가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

을 경우, 주제어 모듈(MCM)은 데이터의 취득을 종료한다.

(3) OBE 및 CAV 알고리즘의 적용 및 데이터 저장

① 자료취득 모듈(DAM)은 이벤트 발생 중에는 데이터 취득과 동시에 누적절대

속도(CAV) 계산을 단속적으로 수행한다.

② 이 때 누적절대속도 계산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응답스펙트럼과 OBE 설

계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알람 여부를 판단한다.

③ 경보로 판단된 경우, 즉 지진파의 크기가 OBE를 초과하고 CAV 기준치를 초

과한 경우, 자료취득 모듈(DAM)은 이를 주제어 모듈(MCM)에 알리고 MCM

은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 및 경보 판넬(ANN)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④ 이벤트가 발생되어 취득되는 각 채널의 데이터는 고속의 입출력이 가능한 별

도의 메모리 모듈(FMM)에 저장되고 상위의 분석 컴퓨터로 전송된다.

⑤ 경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CAV 및 응답스펙트럼)도 함께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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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프로그램에서의 지진신호 분석

  지진분석 프로그램으로 전송된 지진파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 분석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분석되며, 누적절대속도(CAV), 지진규모, 지진세기, 구조물에 미친 

지진에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과의 

비교 분석도 수행할 수 있다.

① 시간이력(time history)에 대한 분석 도구

㉮ 시간 대 변위, 속도 및 가속도 등 모든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다.

㉯ 최대 가속도, 최대 속도, 최대 변위 등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위치를 

위치 지정자로 표시할 수 있다.

㉰ CAV값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한다. 이때 DAM에서 계산

한 CAV 데이터가 첨부되었을 경우, 이것도 함께 표시한다.

㉱ 사용자가 위치 지정자를 움직여 P파와 S파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파수응답(frequency response)에 대한 분석 도구

㉮ 사용자가 지정한 역, 혹은 전체 시간 역에 대한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하여 지진 에너지의 주파수별 분포를 표시한다. 또한 다

양한 표시 방법에 의하여 기여도가 큰 주파수 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각 방향(L, V, T)에 대한 damping별 OBE 설계응답스펙트럼 및 SSE 응답

스펙트럼을 함께 표시하여 damping factor별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다.

㉰ 지진에 의한 가속도 응답을 주파수별(1∼33.5 Hz, 62등분)로 구하고 이를 

테이블과 그래프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응답스펙트럼 값이 설

계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색 및 굵은 자로 나타내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진 규모 및 지진 에너지의 계산

㉮ 사용자에 의해 지진의 규모 및 에너지 계산에 필요한 변수들이 모두 입력

되면 분석 프로그램의 지진파 정보를 표시하는 곳에 지진규모(식 (3.2.2) 

참조) 및 지진에너지(식 (3.2.4) 참조)를 표시할 수 있다.

㉯ 계산된 지진규모 및 지진에너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를 다

시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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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후 조치

① 지진분석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데

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

② 분석 결과는 지정된 포맷에 의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저장 및 프린터 출력할 

수 있다.

나. 지진분석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

(1) OBE와 SSE 초과 여부의 판단

  연구용 원자로 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시에는 해당 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의 지진을 설계 지진(운전 기준 지진: OBE, Operating Basis Earthquake)으로 결정

하고, 주요 설비 및 구조물들이 이러한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한다. 또한 지진 발생시에는 지진이 주요 설비 및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우선 지진신호의 응답스펙트럼과 OBE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고, 

OBE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OBE 응답스펙트럼 초과 여부의 확인은 자유장 지반 운동을 가정하여 생성된 5% 

임계 감쇠 응답스펙트럼의 세 성분(L, V, T)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에 기술된 값보

다 크면 OBE 응답 스펙트럼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1].

① 2∼10 Hz의 주파수 구간에서 상응하는 설계 응답스펙트럼 가속도 또는 0.2g 

중 큰 값

② 1∼2 Hz의 주파수 구간에서 상응하는 설계 응답스펙트럼 속도 또는 15.24 

cm/sec(6 inch/sec)의 스펙트럼 속도 중 큰 값

  SSE(Safe Shutdown Earthquake) 초과 여부의 확인은 주어진 주파수 구간에서 

계측된 응답스펙트럼을 안전정지지진(SSE)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이를 초

과할 경우 SSE를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누적 절대 속도(Cumulative Absolute Velocity, CAV)의 계산

  Reg. guide 1.166[1]에서 새로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고주파 역에 주로 향을 

주는 작은 규모의 지진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주파수 역에서는 OBE 설계응답스펙트럼 값을 초과하는 

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시간 역에서의 누적값(CAV)이 일정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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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이 취득한 지진 신호의 L, V, T 각 성분에 대해 CAV(Cumulative Absolute 

Velocity)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절대가속도 시간 이력을 1초 간격으로 분할한다.

② 0.02g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1초 구간들을 각각 시간에 대해 적분한다.

③ 적분된 모든 값을 누적하면 CAV 값이 된다.

④ CAV 계산 결과가 0.16g・sec보다 크면 CAV를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AV= ∑
0.02g초과구간

⌠
⌡

t max

0
| a ( t) |dt     (3.2.1)

         a(t): Time history of acceleration 

   tmax: Duration of record, 1sec.

(3) 지진규모(magnitude) 판단 알고리즘(리히터 계수)

  지진규모와 지진세기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에 의해 수동으로 S파 및 P파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분석 프로

그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이를 입력할 수 

있다.

M = log10 A + 3 log10 (8Δt) - 2.92 (3.2.2)

        A: S파의 크기(mm), S파 시작점 이후를 적분하여 구한 최대 변위

        Δt: S파와 P파의 도달 시간차(sec)

지진세기(Intensity) - 진도 = 1 + 3log10 a (3.2.3)

     a: 최대 가속도(㎝/s
2
)

(4) 지진에너지 판단 알고리즘

  지진 규모가 결정이 되면 다음 식에 의하여 지진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log E = 11.8 + 1.5 M (3.2.4)

         M: 지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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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가. 경보 판넬(ANN)

(1) 기능

① 현재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LED로 표시해 주며, 경보상태를 부

저(buzzer)로 알려준다.

② 푸시 버튼(push button)을 이용하여 임의로 부저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림 3.2.4 경보 판넬(ANN)의 외형도

(2) 규격

① LED: 24V DC용 적색 LED 5φ

② SYSTEM FAIL LED: MCM 보드나 DAM 보드의 fail시에 점등

③ EVENT LED: 지진이벤트(seismic event) 설정치(set-point) 이상의 신호가 

들어 올 때 점등

④ CAV LED: 지진이벤트(seismic event) 신호에 의해 취득된 신호가 CAV 알

고리즘에 의해 설정된 값을 초과했을 때 점등

⑤ OBE LED: 지진이벤트 신호에 의해 취득된 신호가 CAV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된 값을 초과하고, OBE 스펙트럼을 초과했을 때 점등

⑥ TRIGGER(YS-001) LED: 지진트리거(YS-001)에서 신호가 들어 올 때 점등

되며 부저(buzzer)도 같이 울림.

⑦ SWITCH(YS-002) LED: 지진스위치(YS-002)에서 신호가 들어 올 때 점등되

며 부저도 같이 울림

⑧ PUSH BUTTON: 조광형 누름 버튼(걸림형, 적색)

⑨ LAMP TEST: 경보 판넬(ANN)에 부착된 LED의 점등 테스트용

⑩ BUZZER RESET: 부저 소리를 차단

⑪ BUZZER: 지진트리거(YS-001) 또는 지진스위치(YS-002) 신호가 들어올 때 

부저 울림

SYSTEM 
FAIL EVENT CAV OBE TRIGGER

YS-001
SWITCH
YS-002 LAMP

TEST
BUZZER
RESET

BUZ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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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어 유니트(Main Control Unit, MCU)

(1) 주제어 유니트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주제어 유니트(MCU)는 1대의 주제어 모듈(MCM: XV016A), 1대의 플래시 

메모리 모듈(FMM: XV701A), 1대의 디지털 입력 모듈(DIM: XV251A), 1대의 

디지털 출력 모듈(DOM: XV251A), 1대의 아날로그 출력 모듈(AOM: XV550A), 

3대의 자료취득 모듈(DAM: XV761B) 및 1대의 6U 랙(rack)으로 구성된다.

그림 3.2.5 주제어 유니트(Main Control Unit)의 하드웨어 구성도

    주제어 유니트(MCU)의 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MCU를 구성하는 각 모듈

(module)의 기능 및 규격은 3.다∼3.사 절에서 설명한다.

① 내진동 및 24시간 연속운전에 맞는 시스템 구조이다.

② 입력신호에 대한 A/D 변환 작업 후 데이터 전용 SRAM에 연속적으로 데이

터를 저장한다.

③ 지진신호 검출 알고리즘에 의한 지진신호 검출 및 진위판단을 수행한다.

④ VME bus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VME bus용 모듈을 사용한다.

⑤ 통신모듈(LAN 지원)로 분석 컴퓨터(IPC)에 지진신호 데이터를 전송한다.

⑥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사용자와의 MMI(Man-Machine Interface)를 위한 각

종 정보를 전송한다.

⑦ 각 모듈을 구성하는 카드들의 입출력 신호단 및 전원 입력단은 보호회로와 

퓨즈(fuse)가 설치되어 외부 이상신호에 대해서 구성품들을 보호한다.

⑧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시험과 모의신호를 이용한 신호검출, 저장 및 분석 능

력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가능하다.

XV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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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T

SCN

FS

VME

RESET

ABORT

C
O
N
S
O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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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XV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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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XV550A

RUN

ACCESS

RESET

XV7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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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U1

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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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RESET

CONSOLE

XV761B

RUN

AD

U1

VME

DA

U2

RESET

CONSOLE

XV761B

RUN

AD

U1

VME

DA

U2

RESET

CONSOLE

PSM

5V

24V

5V adj.

24V adj.

XV251A

RUN

ACCESS

RESET

XV251A

RUN

ACCESS

RESET

PSM

5V

24V

5V adj.

24V a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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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제어 모듈(Main Control Module, MCM: XV016A) 

(1) 기능

① 실시간(real time)으로 현장 가속도신호를 감시, 검출, 저장, 판단, 처리하기 위

한 모듈이다.

② DAM에 의해 지진신호 검출을 알리는 이벤트 인터럽트(event interrupt)가 전

달되면 MCM은 해당 지진신호 데이터를 DAM의 각 채널에서 MCM의 RAM

으로 가져온 후, 취득신호와 관련정보를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에 저

장한다.

③ 신호데이터를 TCP/IP통신을 통해 분석 컴퓨터로 전송한다.

④ 각 구성모듈의 운용 파라미터를 관리한다.

⑤ Event screening test 결과, 실제 지진에 이한 지진신호(valid event)로 판명

되면 DIM/DOM을 통해 경보 판넬(ANN)과 제어실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또

한 지진신호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동시에 분석 

컴퓨터로 전송한다.

(2) 규격

① CPU: 25MHz 32bit MC68040, 내부메모리 16MB

② A32/D32 VME bus master/slave interface

③ 고성능 DMA(VME bus D32)

④ 2Mbyte on board flash memory

⑤ Timer interrupt를 위한 6개의 32bit timer와 watchdog timer

⑥ 5 serial port

⑦ 2KB NVRAM, real-time clock

⑧ Debugger 기능 내장

⑨ 크기: VME 6U size 호환

⑩ 입력전압: 5V±0.25V DC

⑪ 소비전류: 최대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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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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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24/16
D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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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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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SCSI-I/SCSI-II

MC68040/MC68360
COMPANION MODE

Direction Selectable

그림 3.2.6 주제어 모듈(Main Control Module) 외형도 및 블럭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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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래시 메모리 모듈(Flash Memory Module, FMM: XV701A)

(1) 기능 

① MCM에 의해 실제(true) 지진신호로 판정된 취득신호의 데이터를 각 채널상

태 값과 함께 저장한다.

(2) 규격

① KM29N32000TS 메모리 사용

② 메모리 128Mbyte 

③ SIMM(Serial In-Line Memory Module) 형태의 모듈 사용

④ VME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

⑤ 리셋(reset) 스위치 조작시에 저장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다.

⑥ 시스템 전원 상실시에도 데이터가 보존된다.

⑦ 크기: VME 6U size 호환

⑧ 입력전압: 5V±0.25V DC

⑨ 소비전류: 최대 300mA

 

그림 3.2.7 플래시 메모리 모듈(Flash Memory Module)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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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지털 입/출력 모듈(Digital Input/Output Module, DIM/DOM: XV251A)

(1) 기능 

① 경보(alarm) 발생시 경보 계전기(alarm relay)를 동작시켜 보조계통 제어반 

및 경보 판넬(ANN)에 경보를 발생시킨다.

② MMI(Man Machine Interface)용 표시램프를 구동한다.

(2) 규격

① VME bus slave(A24/D16)

② 16 channels, optical isolation

③ I/O configurable 

④ 크기: VME 6U size 호환

⑤ 입력전압: 24V±0.25V DC

⑥ 소비전류: 최대 300mA

⑦ Trigger voltage: on-20V DC,  off-16V DC

⑧ 각 채널(channel)의 입력 상태를 LED를 통해 확인 

                        

그림 3.2.8 디지털 입/출력 모듈(Digital Input/Output Module)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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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날로그 출력 모듈(Analog Output Module, AOM: XV550A)

(1) 기능 

① 지진신호 취득 및 표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날로그

(analog) 신호를 출력한다.

(2) 규격 

① CPU: 80C186(16MHz, 16bit), RAM 256KB

② VME bus slave(A24/D8)

③ Dual port RAM 4Kbyte

④ 12bit 5μsec conversion rate

⑤ 8 channel voltage outputs

⑥ Output voltage: ±10V DC

⑦ Optical isolation

⑧ Read back analog output

⑨ 크기: VME 6U size 호환

           

그림 3.2.9 아날로그 출력 모듈(Analog Output Module)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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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료취득 모듈(Data Acquisition Module, DAM: XV761B)

(1) 기능 

① FTM으로부터 현장신호를 받아 이를 500 Hz로 A/D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

한다.

② VME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데이터전용 메모리를 shared memory

로 구현한다.

③ 메모리에 저장되는 신호데이터에 대한 연속적인 연산을 수행(지진신호 검출 

알고리즘)하여 지진신호를 검출하며 거짓 지진신호를 배제한다.

④ MCM에 지진이벤트(seismic event)의 검출신호를 제공한다.

      

100KHz A/D Conver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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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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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Wait DP_RAM
16KB x 16

VMEbus
Interface

Isolated Power (+12, -12, +5, -5)

그림 3.2.10 자료취득 모듈(Data Acquisition Module) 외형도 및 블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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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① CPU 규격

㉮ 60MHz 32bit TMS320C32

㉯ Floating-point DSP

㉰ 외부 데이터 메모리를 위한 8-/16-/32-bit bus interface

㉱ TMS320C30, TMS320C31과 object code 호환

㉲ On chip memory-mapped peripherals

㉳ Multiprocessing을 위한 inter-locked instruction

㉴ Flexible boot-program loader

㉵ 상위모듈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VME interface logic과 dual port 

RAM

② A/D converter

㉮ Analog Device사의 AD7884AP

㉯ Sampling rate: 100kHz

㉰ Resolution: 16bit

㉱ 1MHz full power bandwidth

㉲ On-chip sample hold

㉳ 90dB S/(N+D)

③ 크기(VME 6U size 호환): (깊이) 188mm×(폭) 20.32mm×(높이) 61.85mm

④ 입력전압 및 소비전류

㉮ 입력전압: 5V±0.25V DC

㉯ 소비전류: 최대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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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24V 전원공급 모듈(Power Supply Module, PSM: XV851-140A)

(1) 기능 

① 경보 판넬(ANN) 내부의 LED 램프(lamp) 및 DIM/DOM 보드에 24V DC 전

원을 공급한다.

② VME 랙(rack)에 5V DC 전원을 공급하며, 전원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다.

 

(2) 규격

① VME bus type

② 입력전압: 110V AC, 60Hz

③ 출력전압: +5V DC, 150Watt, +24V DC, 50Watt

④ 크기: VME 6U size 호환

⑤ 동작온도: 0 ∼ 85 ℃

⑥ MTBF(고장간 평균시간): 80,000시간 이상   

              

+ 5

- 2

+ 5 V

P O W
O

O F

+ 2 4

+ 5 V

+ 2 4 V

그림 3.2.11 5/24V 전원공급 모듈(5/24V Power Supply Module)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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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석 컴퓨터(IPC: IPC-610P4/260)

  분석 컴퓨터(IPC)는 컴퓨터 본체, 터치형 모니터, 키보드, CD-RW, LAN 카

드 2대, VGA 카드,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며, IPC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기능

① MMI(Man Machine Interface)용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하여 본 감시 시

스템을 운용하도록 한다.

② LAN port를 통해 MCM(Main Control Module)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③ 입력신호에 대한 다양한 처리기능으로 정상운전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정

확한 진단 및 지진이벤트(seismic event)와 경보(alarm) 발생을 화면에 표시

한다.

④ MCU로부터 전송되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데이터(지진신호 데이터, 주기점검 

데이터 등)를 저장, 가공,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종 정보를 제

공한다.

⑤ 시스템 운용 및 신호분석 정보를 화면, 디스켓,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고, 데

이터의 구저장을 위한 백업장치로 쉽게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다. 

⑥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용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

업(backup) 기능을 수행한다.

⑦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 및 주파수 역에서의 다양한 분석을 수

행하여 지진신호의 CAV 및 응답스펙트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산업용 컴퓨터(IPC)

① 기능

㉮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능

② 규격

㉮ Operating system: Windows 2000

㉯ Chassis: IPC-610P4 

㉰ Power supply(260W)

㉱ CPU board (ISA/PCI/CPU: 9/4/1): PCA-617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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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Pentium Ⅲ 850MHz 

㉳ RAM: 256MB

㉴ FDD: 3.5 인치

㉵ HDD: 30GB

㉶ CD-RW: R32/RW4/W8

㉷ Keyboard: KBD-6312(19인치 랙 장착용)

(3) 모니터(monitor)

① 기능

㉮ 화면 표시 및 터치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입력 및 화면 이동 

② 규격

㉮ Monitor size: 15.1 인치

㉯ Type: 터치스크린 LCD 모니터(압력식)

㉰ 해상도: 1024 × 768 

㉱ 색상: 262,144color

㉲ 상신호: analog RGB, 75Ω

㉳ 소비전력: 25W(on working) / 5W(off) 

㉴ 무게: 6.40kg

(4) 프린터(printer)

① 기능

㉮ 각종 화면이나 데이터를 프린트할 때 사용한다.

② 규격

㉮ HP-840C(color deskjet printer)

㉯ 해상도: 600dpi

㉰ 방식: 열전사 잉크젯 인쇄

㉱ 소비전력: 20∼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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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원표시 모듈(Power Window Module, PWM)

(1) 기능

① 센서 공급용 전원(±12V), MCU 공급용 전원(5V)과 경보 판넬 및 디지털 입

출력 모듈로 공급되는 전원(24V)의 전압을 표시한다.

(2) 규격

① 모델명: M4Y Series 오토닉스(주)

② 표시 방식: 7 세그먼트 적색 display

③ 표시 정도: DC는 F.S ± 0.2%, AC는 F.S ± 0.5%

④ 최대 입력: 전압계는 AC 400V, 전류계는 AC 5A, DC 2A(C.T 출력)

⑤ 입력임피던스: 전압계는 10MΩ, 전류계는 1 ∼ 1KΩ

⑥ 전원전압: AC 90 ∼ 264V 50/60Hz

⑦ 소비전력: 약 4VA

카. ±12V 전원공급 모듈(PSM: XV851-2606) 

(1) 기능

① Linear power supply로서 삼축 가속도계에 ±12V DC를 공급

② 지진트리거(YS-001)와 지진스위치(YS-002)에 +12V DC 전원을 공급

(2) 규격

① 모델명: XV851- 2606 

② 입력전압: 110V AC, 60Hz

③ 출력전압: ±12V DC

④ 용량: 1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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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 Card Unit, ICU) 

(1) FTM(FBA TB Module)

① 기능

㉮ 삼축 가속도계(accelerometer)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보

드(interface board)

㉯ 삼축 가속도계의 신호를 받아 DAM에 신호 공급

② 규격

㉮ Model: FTM

㉯ 입력사양: ±12V DC

(2) TTM(Trigger TB Module)

① 기능

㉮ 지진트리거(YS-001)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보드

㉯ 지진트리거의 신호를 받아 DIM에 신호 공급

② 규격

㉮ Model: TTM

㉯ 입력사양: +12V DC

(3) STM(Switch TB Module)

① 기능

㉮ 지진스위치(YS-002)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보드

㉯ 지진스위치의 신호를 받아 DIM에 신호 공급

② 규격

㉮ Model: TTM

㉯ 입력사양: +12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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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무정전 전원장치(UPS: SENSE Plus 2200RM)

(1) 기능

① 주 전원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VME 랙(rack), 컴퓨터, 모니터 

및 센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장 상황에 따라 컴퓨터와 

모니터의 전원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

(2) 규격

① 용량: 2.2KVA

② 배터리: 12V, 7Ah

③ 입력 사양: 110V AC, 60Hz

④ 출력 사양: 110V AC ±5% 

⑤ 동작 형태: off-line 방식 

⑥ Backup 시간: 30분

⑦ 상태 표시 기능



4. SMAS 지진감시 프로그램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인 SMAS(Seismic Monitoring Analysis System)의 

운영프로그램은 크게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지진분석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이 절

에서는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설정치보다 

큰 지진이 계측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시키는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 

기술한다. 

 

가.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성 및 초기화면 

그림 3.2.12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성을 나

타내고 있으며,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은 10개의 디렉토리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2.12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디렉토리 구조 

 

표 3.2.2에는 설치된 프로그램의 주요 디렉토리에 대한 세부 설명을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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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의 디렉토리 명칭 및 기능 

순서 디렉토리 용도 

1 BIN 
실행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로,  
CommModule.exe 이 있으며,  
환경설정 파일도 같이 보관되어 있다. 

2 DataBase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로, 
event, alarm, history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다. 

3 EventData 
이벤트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렉터리이며,  
확장자가 SED인 binary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4 AlarmData 
경보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렉터리이며,  
확장자가 SAD인 binary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5 BackgroundData 
배경데이터가 저장되는 디렉터리이며,  
저장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SBG이다. 

6 NoiseData 
배경노이즈를 저장하는 디렉터리이며,  
저장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G이다. 

7 Log 

프로그램의 log파일이 저장되는 곳으로,  
프로그램의 시작, 종료, 이벤트 발생 등의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 파일로 기록된다.  
파일명은 프로그램의 시작되는 년/월/일로  
1일에 1개의 log파일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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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구성  

그림 3.2.13은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화면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자 및 운전자가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버튼 영역, 프로그램의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바 영역, 하나로의 전경과 지진

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센서의 위치를 표시한 이미지 영역, 그리고 각 채널로부

터 입력된 지진신호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배경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 

 

역 
 

그

 

버튼 영
  

칭 역
 

상태바 영역
림 3.2.13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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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배경데이터 영역
이미지 영

 

기화면 



 

그림 3.2.14는 지진감시 프로그램 초기화면의 버튼 영역을 나타내며,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버튼 영역은 부메뉴(sub menu) 또는 기능을 선택

하는 버튼이 위치하는 영역으로, 데이터로그, 시스템 정보, 운영환경, 시스템 진단 

등 화면에 따라 표시되는 버튼의 종류가 다르며, 초기화면에서 각각의 기능을 선택

하면 표시되는 버튼의 배열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3.2.14 지진감시 프로그램 화면 상단부의 버튼 영역 

 

그림 3.2.15는 버튼 영역 우측에 위치한 로고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며, 프로그램

의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태바(status bar)에 표시되는 MCM 접속 

상태와 동일한 효과를 표시하는 부분이다.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MCM간에 통신연

결이 되면 로고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수행한다. 애니메이션이 정지하면 통신연결이 

해제된 상태를 나타내며, 애니메이션 영역을 마우스로 더블클릭(double-click)하면 

MCM과의 통신을 강제로 재개하고 연결이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시 수행된다. 

만약 강제로 통신을 재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통

신 에러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메시지 박스가 화면에 출력된다. 

 

 
 

그림 3.2.15 버튼영역 우측의 로고 애니메이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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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은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상태바(status bar)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MCM과 연결을 시도하며, 상태 바 좌측의  은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MCM의 연결 상태를 표시한다. 녹색은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MCM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음을 표시하고, 적색은 연결이 되지 않았음을 표시하

므로 MCM과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연결상태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3.2.16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상태바 영역 

 

상태바 영역의  의 오른쪽은 시스템의 운전모드 (RUN/TEST/SIM)를 나타

내며, 은 시스템이 지진감시모드로 운전 중임을 표시한다. 시스템 진단/테스

트 화면에서 시스템의 모드를 테스트 모드로 변경하면 “ TEST” 로 표시되고, 시

뮬레이션 모드로 변경하면 “ SIM” 으로 표시된다. 

상태바 영역에는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의 로딩(loading) 상태를 나타내는 

가 있으며, 이 표시는 DAM에서 검출된 이벤트/경보를 MCM에서 전달 받

아 이를 지진감시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것을 표시한다. 데이터가 전송 중에는 적

색으로 표시가 되고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 배경색으로 복귀된다. 

상태바 영역의 은 시뮬레이션 데이터(simulation data)의 전송(transfer) 

상태를 나타내며, 지진감시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지진데이터를 AOM에 전송

하는 중에는 적색으로 표시가 된다. 지진 데이터가 작은 경우는 단시간에 전송되기 

때문에 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점멸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지진 데

이터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 Down”  표시가 일정 시간 적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3.2.17은 상태바 영역의 시간표시 영역을 나타내며, 프로그램 실행 직후 

MCM과 지진감시 프로그램 사이에 통신이 연결되면 MCM으로부터 시스템 시간을 

전송 받아 표시하게 된다. MCM과의 통신이 중단되면 “ MCM”  상태가 적색으로 

표시되며 동시에 시스템 시간도 정지하게 된다. 

 

 

그림 3.2.17 상태바 영역의 시간표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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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화면의 버튼 영역 

그림 3.2.13에 표시된 지진감시 프로그램 화면 상단부의 버튼 영역에 위치한 각 

버튼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테이터로그 

데이터로그 윈도우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마우스 혹은 터치 스크린의 버튼 영역

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데이터로그 화면으로 전환된다. 

 

② 시스템정보 

시스템정보 윈도우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마우스 혹은 터치 스크린의 버튼 영역

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시스템정보 화면으로 전환된다. 

 

③ 운영환경 

환경설정 윈도우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마우스 혹은 터치 스크린의 버튼 영역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환경설정 화면으로 전환된다. 

 

④ 시스템 진단 

시스템 진단 윈도우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마우스 혹은 터치 스크린의 버튼 영

역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시스템 진단 화면으로 전환된다. 

 

⑤ 모드변경 

모드변경 버튼은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운영모드를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진감시 프로그램은 운전모드와 관리모드로 구분되며, 모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초기설정 상태에서 지진감시 프

로그램의 운영모드는 운전모드이다.  

지진감시 프로그램을 운전모드에서 관리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모드변경 버

튼을 누르면 그림 3.2.18에서 볼 수 있듯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윈도우가 표시

된다. 비밀번호를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비밀번호가 확인되면 관리모드로 전환되며 초기화면의 모드변경 버튼이 눌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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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유지된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되었

음을 표시하는 윈도우(그림 3.2.19)가 표시된다. 

관리모드에서 운전모드로 전환하려면 초기화면에서 모드변경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모드변경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된다. 

 

 

그림 3.2.18 운영모드 변경 비밀번호 입력 윈도우 

 

 

그림 3.2.19 운영모드 변경 암호의 오류 메시지 

 

⑥ 운전정보 

운전모드에서 지진 이벤트(event)가 발생한 위치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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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화면의 작업 영역 

그림 3.2.20은 지진감시 프로그램 초기화면의 작업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화

면은 이미지 파일(BMP)로 저장된 하나로 전경을 표시하고 있으며 배경을 바탕으

로 현장 센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하나로 이미지는 기본(default)으로 프로그램에서 내장하고 있는 파일을 사용하

며, Info.ini파일에 [Program Env] 섹션(section)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가 지정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Info.ini 파일을 직접 수정

할 필요는 없고, 운영환경 메뉴에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3.2.20 지진감시 프로그램 작업영역의 초기화면 

 

① 배경 데이터 표시영역 

배경 데이터 표시영역의 현재값은 매초 입력되는 500 Hz의 데이터 중에서 1

개를 샘플링(sampling)하여 표시하는 값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 삼축 가속도

계로부터 입력되는 지진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지진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센서의 작동상태나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잡음(noise)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 전압계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입력을 인가하면 입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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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배경 데이터 표시영역의 최대값은 해당채널에서 계측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표시한다. 

 

② 채널 데이터 표시 

하나로의 3개 위치에 설치된 삼축 가속도계(L, V 및 T 방향)에서 입력되는 지

진 데이터는 중력가속도(g) 단위의 경우 YE-001과 YE-002는 – 0.5g에서 

0.5g까지의 값으로, YE-003은 – 1g에서 1g까지의 값으로 표시되고, 전압(V)의 

경우는 – 2.5V에서 2.5V까지의 수치로 표시된다. 단위의 변경은 운영환경의 단

위 변경 그룹에 있는 [V]와 [g]버튼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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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로그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에서 데이터로그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3.2.21과 

같은 화면이 모니터(LCD)상에 표시된다. 데이터로그는 기록된 지진 데이터의 정보

를 표시하며, 저장된 데이터의 검색 및 삭제 또는 배경데이터를 요청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2.21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데이터로그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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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로그 영역의 스피드버튼 

그림 3.2.22는 데이터로그 영역 상단에 위치한 스피드 버튼 영역을 나타내고 있

으며, 스피드 버튼 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22 지진감시 프로그램 데이터로그의 스피드 버튼 

 

① 신호트랜드(trend) 

데이터정보/히스토리 탭에서 ▶표시로 선택된 데이터가 저장 디렉터리에 존재

하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 프로그램을 호출하여 선택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데이터가 없으면 그림 3.2.24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

다. 

 

   

그림 3.2.23 데이터로그 신호트랜드의 데이터정보 화면 

 

 

그림 3.2.24 신호트랜드 데이터의 에러 표시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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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경트랜드(background trend) 

삼축 가속도계로부터 입력되는 배경데이터의 그래프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마

우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널에 대한 데

이터를 선택/요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운영환경의 저장 옵션에 따라 파일로 

저장된다.  

채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취득하면 화면에 배경 그래프 윈

도우(그림 3.2.25)가 표시된다. 이때 운영환경의 옵션 중에서 데이터로그 그룹

의 파일 저장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취득된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된다. 

데이터의 취득시간은 운영환경의 데이터로그(배경채널)의 저장시간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배경트랜드의 채널선택 윈도우 하단의 “ Acq. Time” 을 새

로운 값으로 변경하면 새로 입력한 시간만큼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때 변경된 

데이터는 운영환경에 반영이 되며 관리모드에서만 표시가 된다.  

 

 

그림 3.2.25 배경그래프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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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경그래프 

배경채널에서 채널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표시되는 배경그래프 화면

을 호출하는 버튼이다. 이전에 수행한 배경채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배

경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저장한 배경데이터의 그래프를 그림 3.2.25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④ 히스토리(history) 

FMM에 저장된 이벤트/경보 정보 및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기능으로 히스토

리 버튼을 누르면 그림 3.2.26과 같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윈도우가 표시된

다. 검색조건으로는 시작과 끝의 년/월/일/시/분/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을 무시하고 전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체크 버튼도 있다. 

 

 

그림 3.2.26 자료 검색 윈도우 

 

⑤ Go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초기화면으로 전환하고, 다른 화면에 해당

하는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2단계를 거쳐야 다른 화면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빠르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 Go”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화면들이 버튼으로 표시되며, 사용자가 이동을 원

하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화면으로 변경된다. 

 

⑥ 초기화면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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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로그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버튼 

그림 3.2.27은 데이터로그에 표시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버튼

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27 데이터로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버튼 

 

① First, Last, Up, Down 버튼 

그림 3.2.23의 데이터로그 화면에 표시된 이벤트 리스트의 데이터 중 좌측에 

▶표시가 있는 부분이 현재 선택된 데이터이다. “ First” , “ Last” 는 각각 ▶표

시를 이벤트 리스트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동시키며, “ Up” , “ Down” 은 각각 

10칸 단위로 상하 이동을 수행하는 버튼이다. 

 

② 삭제 버튼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리스트 중에서 선택표시(▶표시)가 있는 이벤트 리

스트의 데이터가 삭제된다. 이때 운영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벤트 리스트의 데이터와 함께 Event/Alarm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의 이벤트와 경보 데이터도 같이 삭제된다. 데이터의 파일명은 이벤트의 경

우는 EventData 디렉토리에 “ YYYY년MM월DD일CC.SED” 의 형태로 저장되

며, 경보는 AlarmData 디렉토리에 “ YYYY년MM월DD일CC.SAD” 의 형태로 

저장된다. 

 

③ 전체삭제 버튼 

전체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리스트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삭제를 수

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삭제여부를 확인한다. 운영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삭제 옵

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벤트 리스트의 삭제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같

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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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로그의 작업영역 

데이터로그의 작업영역은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이벤트, 경

보, 히스토리, 에러 정보를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3.2.28 데이터로그 영역의 작업 화면 

 

다음의 표 3.2.3은 데이터 정보/히스토리/에러정보 탭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

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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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데이터 정보/히스토리/에러정보 탭의 공통적인 내용 

명칭 용도 

순번 

데이터 정보/히스토리 탭에서 데이터의 발생 순서를 표시하는 숫

자로, 데이터를 전체 삭제하면 1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고 삭제

버튼으로 삭제하게 되면 마지막 순번에서 시작하게 된다. 

채널 
이벤트 혹은 경보의 발생 채널을 표시하며, 채널은 0에서 시작한

다. 트리거에 의한 채널은 99로 고정되어 있다. 

날짜/시간 
이벤트 혹은 경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으로 표시 형태는

YYYY-MM-DD HH:MM:SS로 표시된다. 

종류 
데이터가 취득된 원인이 단순한 이벤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보에 의한 것인지를 표시한다. 

Mode 
프로그램의 운전모드로 Run/Test/Sim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

은 시스템 진단에서 설명한다 

Trigger 

지진트리거에 의해 검출된 지진 데이터임을 표시한다. “ 발생” 으

로 표시되면 지진트리거에 의한 지진 이벤트임을 표시하고, 

“ None” 으로 표시되면 지진트리거에 의한 지진 이벤트가 아님

을 나타낸다. 

CAV 

누적절대속도(CAV) 설정치를 초과하는 지진 데이터인 경우에는

“ 초과” 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None” 으로 표시

된다. 

운영채널 

운전중인 채널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채널이 동작 중이면 해당 채

널 값인 “ L” ,” V” ,” T” 로 표시되며 채널을 사용하지 않으면

“ .” 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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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정보 

시스템정보는 이벤트/경보를 검출하기 위한 각종 파라미터의 설정 및 변경 기능

을 수행한다. 그림 3.2.29는 시스템정보의 MCM 파라미터 화면을 나타내며, 그림 

3.2.30은 시스템정보의 DAM 파라미터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9 시스템정보의 MCM 파라미터 화면 

 

 

그림 3.2.30 시스템정보의 DAM 파라미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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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정보의 스피드 버튼 

그림 3.2.31은 시스템정보의 스피드 버튼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버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31 시스템정보의 스피드 버튼 

 

① 수정 

삼축 가속도계의 채널별 설정값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을 희망하는 채널

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누르면 그림 3.2.32와 같이 각 채널에 파라미

터를 입력하는 윈도우가 표시된다. 이때 데이터를 수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화면상에서 수정이 된다. 수정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 C:\SMS\BIN\Info.ini” 에 저장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할 때 초기 

값으로 사용된다. 

 

 

그림 3.2.32 시스템정보의 파라미터 입력 윈도우 

 

표 3.2.4는 파라미터 입력 윈도우에서 수정 가능한 파라미터의 종류 및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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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파라미터 입력 윈도우에서 수정 가능한 파라미터의 종류 및 용도 

명 칭 용 도 

Filter Mode 
디지털 필터링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0~50 Hz의 band filter가

on/off된다. 

Set Point 이벤트를 검출하는 설정값으로 0~1g까지 설정할 수 있다. 

Pre-Trigger 

Set-point에 의해서 이벤트가 검출되면 검출 지점으로부터 이

전 데이터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간으로 단위

는 sec로 된다. 

Override 

Time 

Set-point에 의해서 이벤트를 검출하고 override time 기간

이내에 이벤트가 다시 발생하여도 무시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단위는 sec이다. 아래의 그림 3.2.33에서 굵게 표시된 영역에

서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무시한다. 

Save Time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부터 저장하는 데이터의 시간을 설정한

다. 단위는 sec이다. 

CAV 
이벤트 데이터의 CAV(Cumulative Absolute Velocity) 설정

치로 이 값을 초과하면 CAV 경보로 처리한다. 

 

 

 

 

 

 r 

 

 

② 리포

저장되

그림 3

력하거나

있다. 

 

이벤트 발생
 
Pre-trigge
그림 3.2.33 시스템정보에서 설정되는 파라미터의

트 

어 있는 이벤트 및 경보 파라미터의 값은 리포트 형

.2.34의 형태로 미리보기 화면에 표시된다. 표시된 데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추후에도

73
Save-time
Override-time
 의미 

태로 표현 가능하며, 

이터는 프린트로 출

 화면에 표시할 수 



③ 전채널 

사용 가능한 전체 채널을 토글로 on/off할 수 있다. 모든 채널의 파라미터를 

변경할 때 사용한다. 

 

 

그림 3.2.34 DAM 파라미터의 리포트 화면 

 

④ Go 

빠르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 Go”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화면으로 변경된다. 

 

⑤ 초기화면 

화면을 초기화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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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환경 

운영환경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단위 변경,

시간 설정, 초기화면의 이미지 변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2.35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환경 화면 

 

(1) 운영환경의 스피드 버튼 

운영환경 화면 상단부의 설치되어 있는 스피드 버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MCM 연결 

“ MCM 연결” 을 누르면 MCM과 연결을 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 MCM 연

결”  버튼을 누르면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MCM간의 연결을 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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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린터 설정 

프린터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리포트 기능에서 출력물을 프린트하기 위한 프린

터의 상태를 설정한다. 프린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면 프린터의 종류를 선택

한 후, 용지, 프린터 방향 등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림 3.2.36 프린터 설정화면 

 

③ Go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초기화면으로 화면을 전환하고, 화면을 다

시 선택하여 이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2단계를 거쳐야 다른 화면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빠르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 Go”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화면이 버튼으로 표시되므로, 이때 이동을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화면으로 변경된다. 

 

④ 초기화면 

화면을 초기화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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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환경의 작업 버튼 

① 단위 변경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지진신호의 단위는 중력가속도 단위(g)와 

전압 단위(V)이며,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운영시 사용자가 익숙한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단위별 측정범위는 중력가속도 단위의 경우 YE-001과 

YE-002는 – 0.5g ~ 0.5g이고, YE-003은 – 1g ~ 1g이며, 전압 단위의 경우 

측정범위는 – 2.5V ~ 2.5V이다. 

 

 

그림 3.2.37 지진신호의 단위 변경 버튼 

 

② 시간 설정 

시스템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지진감시 프로그램 화면 하단부에 위치한 상

태바에 표시되는 시간을 설정한다. 

 

 

그림 3.2.38 시스템 시간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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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로그 

데이터로그에서 배경채널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간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며, 설

정한 요청시간에 따라 가져오는 데이터의 길이(시간)가 달라진다. 이때 배경 데

이터 저장 옵션을 체크하면 취득 되는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된다. 

 

 

그림 3.2.39 운영환경의 데이터로그 설정 

 

④ 배경 잡음 표시 

초기화면에 표시되는 배경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으로 배경 노이즈 저

장 체크박스를 활성화(enable)시키고 저장간격을 지정하면, 지정된 저장간격으로 

배경 잡음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된다. 이때 저장 데이터는 텍스트 포맷(format)

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40 배경 잡음 표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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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기화면 

초기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그림 3.2.41과 같은 화면에

서 우측의 […]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그림 

3.2.42)가 표시되며,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영역에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명이 표시된다. 이때 원하는 이미지파일을 선택한 후, 초기

화면으로 화면을 전환하면 선택한 이미지파일이 바로 적용되어 초기화면에 표시

된다. 

 

 

그림 3.2.41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 배경화면 설정 

 

 

그림 3.2.42 초기 배경 화면용 이미지파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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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석모듈 자동실행 

지진감시 프로그램에서는 지진이벤트 또는 경보가 발생하면 설정된 저장시간

(save time) 동안 지진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그림 3.2.43의 화면에서 “ 이

벤트 및 알람 데이터 수신 후 자동실행”  체크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면 

지진 데이터의 저장이 완료된 후 지진 분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지진

감시 프로그램 운전 중에는 이벤트의 검출이 빈번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하나

로의 정지기간 중 센서부근 위치에서의 작업, 테스트 모드 실행 등과 같이 지진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빈번하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분석 모듈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인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체크를 끄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43 분석모듈 자동실행 설정 

 

⑦ 데이터베이스 삭제 옵션 

체크를 활성화(enable)시킨 상태에서 데이터로그 화면상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의 정보와 함께 실제 지진신호의 시간이력이 저장된 데

이터를 삭제한다. 따라서 테스트 모드 실행과 같이 실제 지진신호가 아닌 데이터

가 발생될 때 삭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비활성

화(disable)된 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림 3.2.44 데이터베이스 삭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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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스템 진단 및 로그 파일 보기 

진단 버튼을 누르면 현재 MCU 상태를 그림 3.2.46과 같은 리포트 화면으로 

출력해 준다. 또한 로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날짜에 해당하는 로그 리포트(그

림 3.2.47)를 볼 수 있다. 

 

 

그림 3.2.45 시스템 진단 및 로그 파일 보기 

  

 

그림 3.2.46 시스템 진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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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로그 리포트 보기 

 

⑨ 센서 정보 

운영환경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센서정보(그림 3.2.48)에서, 센서 위치를 

입력하면 운전정보 화면에 표시되는 센서위치가 변경된다. 

 

 
그림 3.2.48 지진 센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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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스템 진단 

시스템 진단은 현재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진단,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진단, 설비의 건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로 구성된다. 

그림 3.2.49는 시스템 진단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스템 진단에서는 현재 

MCM을 비롯한 FMM, DIM, DOM, AOM 등의 하드웨어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

다. 녹색으로 표시되는 하드웨어는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내며, 적색은 비정상 

상태임을 표시한다. 또한 화면 오른쪽의 경보창 상태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상부

의 경보 판넬(ANN)과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경보가 발생하여 경보 판

넬에 경보가 표시되면 해당 경보의 버튼이 적색으로 표시된다. 이때 경보를 복구시

키려면 경보창 상태의 해당 경보 버튼을 누르면 되고, 경보가 복구되면 해당 경보

가 녹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3.2.49 시스템 진단 메뉴의 시스템 진단 화면 

 

그림 3.2.50은 스펙트럼 진단 화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펙트럼 진단기능을 이

용하면 MCU에 저장되어 있는 스펙트럼과 지진감시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스

펙트럼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그래프로 출력할 수 있으며, 리포트 버튼을 누

르면 리포트 및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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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시스템 진단 메뉴의 스펙트럼 진단 화면 

 

그림 3.2.51은 시스템 진단 중 테스트 화면을 나타내며, function test와 

simulation test를 이용함으로써 센서 및 시스템의 건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림 3.2.51 시스템 진단 메뉴의 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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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스템 진단의 스피드 버튼 

그림 3.2.52는 시스템 진단 화면 상단부에 위치한 스피드 버튼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52 시스템 진단의 스피드 버튼 

 

① 최신정보 

최신정보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의 현재 MCU의 상태를 보여준다. 

 

② Go 

Test 모드 또는 simulation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 Go” 를 선택하

면 사용자에게 RUN 모드로 변경할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변경을 희망

하면 모드를 변경한다. 

 

③ 초기화면 

초기화면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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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진단의 function test 기능 

그림 3.2.53은 시스템 진단의 테스트 화면을 나타내며, 시스템 진단을 위한 테스

트는 function test와 simulation test로 구분된다. 

 

 

그림 3.2.53 시스템 진단 메뉴의 테스트 화면 구성 

 

Function test는 삼축 가속도계의 건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는 

“ Natural Frequency” 와 “ Calibration(Damping)”  테스트로 구분되며, 선택된 

출력채널의 센서에 natural frequency신호와 calibration신호를 지정된 시간만큼 

일정한 주기로 인가한 후 L,V 및 T 채널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취득하여 삼축 가속

도계의 정상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Function test는 테스트 화면의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림 3.2.54에서 볼 

수 있듯이 “ 전부삭제/Natural Frequency/Calibration(Damping)/Delay”  버튼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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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데이터 

 

F

 

①

“

②

에

 

 

결과 출력창
          

그림 3.2.54 Function Test 화면 

 

unction test 수행에 필요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Natural frequency의 입력 

“ Natural Frequency”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 리스트 박스에 

Frequency Mode” 라고 표시된다. 

 

 Calibration(damping)의 입력 

“ Calibration(Damping)”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 리스트 박스

 “ Calibration Mode” 라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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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lay(지연)의 입력 

화면의 “ Delay”  그룹에 지연 시간을 설정하고 “ Delay”  버튼을 누르면 화

면의 좌측에 위치한 리스트 박스에 “ Delay: n[Sec]” 라고 표시 된다. 이때 n은 

사용자가 설정한 지연시간이다. 

 

④ 모드해제 

화면의 “ Mode Off”  버튼을 누르면 “ Normal Open Mode” 라고 표시되며 

설정된 natural frequency와 calibration의 설정 상태가 해지된다. 

 

⑤ 전부삭제 버튼 

등록된 동작 데이터를 삭제하는 버튼으로 동작 데이터 영역에 등록된 내용을 

삭제한다. 

 

⑥ 출력 채널 리스트 

Function test를 수행할 채널을 표시하며 마우스를 사용하여 채널을 선택한다. 

 

⑦ 모드 변경 버튼 

출력 채널 리스트에서 선택된 채널의 모드를 function test모드로 변경하기 위

한 버튼으로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기능시험 버튼이 표시되면서 채널

의 function test 준비가 완료된다. 

. 

⑧ 기능시험 버튼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되는 버튼으로 선택된 채널에 대해 

function test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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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 진단의 simulation test 기능 

Simulation test는 사전에 저장된 파형 데이터를 출력하여 센서 입력단의 건전성

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텍스트파일 형태로 저장된 지진파형을 출력할 수 있다. 

Simulation test는 센서를 제외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3.2.55 Simulation Test 화면 

 

그림 3.2.55에서 볼 수 있듯이 simulation test는 시스템 진단의 테스트 화면(그

림 3.2.53)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simulation test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버

튼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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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력파일선택 버튼 

그림 3.2.55의 전송데이터 우측의 “ […]”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데이터 파

일을 선택하는 화면(그림 3.2.56)이 표시된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

르면 “ […]”  버튼 좌측에 선택된 파일명이 표시된다. 

 

 

그림 3.2.56 모의 지진신호의 파일 선택 윈도우 

 

② 출력횟수 선택 

선택된 신호를 출력하는 횟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복출력으로 계속해서 내

보낼 수도 있다.  

 

③ 출력채널 리스트 

Simulation test를 수행할 채널을 표시하고 있으며,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

하여 한 채널을 선택한다. 

 

 

④ 모드 변경 버튼 

선택된 모의 지진신호의 파일을 출력하기 위해서 모드를 변경하면 FTM의 모

드 relay가 동작하여 센서의 입력을 차단하고 테스트 포인트의 입력 단자측으로 

회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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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의시험 버튼 

“ 모드변경”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표시되지 않는 버튼으로 선택된 파일에 저

장된 신호를 출력하는 버튼이다. 

 

⑥ 출력 중지 버튼 

“ 출력 중지”  버튼을 누르면 신호 출력을 중지한다. 

 

 91



바.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치 설정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초기치는 “ Info.ini”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 Info.ini”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Section 문 

중괄호로 표시된 단어로 구성되며, 자료의 그룹을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② Sub Key 문 

Section 문장 아래에 위치하며, 다음의 section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으로 

각각의 sub key에 “ =” 표시 우측에 있는 값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수치 또

는 문장이 된다.  

 

[BackGround] 

TotalSize=4 
 

[Operation Environment] 

Password=3 

Unit=[g] 

BgNoise Range Max=2500 

BgNoise Range Min=-2500 

Analysis AutoRun=0 

DB Delete=0 
 

[Program End Time] 

Year=2000 

Month=7 

Day=10 

Hour=9 

Min=33 

Sec=15 
 

[Auto Report] 

Power=0 

Hour=0 

Min=0 

Se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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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0 

AutoTestInsert=1 
 

[Program Env] 

Image= C:\SMS\BIN\하나로(초기).bmp  

Site= HANARO 

Board=3 
 

[Event Para] 

FilterMode=1 

SetPoint=324 

PreTrigger=4 

Override=7000 

AcquisitionTime=14 

OBE=5242 

SSE=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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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드에 따른 메뉴의 표시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운영모드는 운전모드와 관리모드로 구분되며, 모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각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는 표 

3.2.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2.5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운영모드에 따른 사용가능 메뉴 

화면 위치 종류 모드 설명 

트랜드 운전/관리  

배경 운전/관리  

히스토리 운전/관리  

배경 그래프 운전/관리  

상/하/페이지 운전/관리  

삭제 관리  

전체 삭제 관리  

Go 운전/관리  

데이터로그 

초기 화면 운전/관리  

최신 정보 운전/관리  

정보 변경 관리  

전보드 관리  

전채널 관리  

리포트 운전/관리  

Go 운전/관리  

시스템정보 

초기 화면 운전/관리  

MCM 연결 관리  

모드 변경 운전/관리  

Go 운전/관리  

초기 화면 운전/관리  

운영환경 

프린터 설정 관리  

최신 정보 운전/관리  

Function Test 관리 테스트 탭에서만 사용 시스템 진단 

Simulation Test 관리 테스트 탭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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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MAS 지진분석 프로그램

가. 지진분석 프로그램

  그림 3.2.57은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주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분석 프로그램

의 주화면은 지진파 신호에 대한 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취득한 3개 위치(YE-001, YE-002, YE-003)의 삼축 지진신호의 분석

을 위한 전용 창이 지진감시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활성화된다.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내부에 시간이력화면(time-history window)과 주파수응답화

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을 내포하며, 툴바(tool bar)에 의한 스피드 버튼을 

이용하여 빠른 분석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3.2.57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주화면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주화면은 하단의 상태바(status bar)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정보를 제공하며, 화면을 효율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틀바(title 

bar) 및 메뉴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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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메뉴의 구조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 구조는 그림 3.2.58과 같다. 괄호 안의 문자는 

해당 메뉴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단축키로 사용되며, "..." 표시는 해당 메뉴를 선택

했을 때 별도의 대화상자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파일(F) 보기(V) 분석(A) 도구(T) 도움말(H)

열기(O)...

저장(S)

다른이름으로 저장(A)...

닫기(C)

모두닫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보고서 작성(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인쇄(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환경설정...

종료(X)

도구상자

Info Box

상태표시줄

Control Pa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격자 보이기

마우스 모드

영점 고정

애니메이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X축설정

Y축설정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자동정렬

FFT(F)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속도(A)

속도(V)

변위(D)

CAV(C)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OBE(O)

SSE(S)

필터 처리...

새 필터 만들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FT View Type...

FFT Window Typ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갈무리

목차와 색인(H)...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프로그램 정보(A)...

그림 3.2.58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구조

(2) 파일 메뉴의 세부 항목 및 기능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는 그림 3.2.59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파일의 

열기, 닫기 및 저장 등의 기능과 보고서 작성, 인쇄, 프로그램의 종료 등의 메뉴를 

포함한다. 

그림 3.2.59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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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기

  새로운 파일을 열 때 사용하며, 단축키는 Ctrl+O이다. 지원 가능한 모든 파일 

형식을 열 수 있으며 지진감시 프로그램이 새로 받은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전에 

분석하고 저장한 파일도 열 수 있다. 메뉴 혹은 툴버튼을 통해 “열기” 명령을 실

행하면 그림 3.2.60과 같은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나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경로는 분석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C:/SMS/AnalyzedData/”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다른 경로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다시 열기 대화상자를 열 때는 그 디렉토리가 나타난다.

그림 3.2.60 지진분석 프로그램 파일 메뉴의 열기 대화상자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동시에 두 개의 파일이 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새파일을 열고자 할 경우 기존에 열려 있는 파일이 있으면 기존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확인한 후, 기존 파일을 닫고 새 파일을 열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상자는 그림 3.2.61과 같으며, “Yes”를 선택할 경우는 저장 기능을 수행하며 

“No”를 선택할 경우는 저장하지 않고 새 파일을 열게 된다. “Cancel”을 선택할 

경우는 새 파일을 열지 않는다.

그림 3.2.61 파일 메뉴에서 새파일 열기 선택시 나타나는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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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장

  단축키는 Ctrl+S이다. 분석 파일의 경우(*.SSA 또는 *.SMA)에는 “저장”을 선

택하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기존 파일명 그대로 저장한다. 그 외의 경우, 예를 

들어 지진감시 프로그램으로부터 새로 받은 이벤트의 경우 분석 작업의 정보를 

저장할 수 없으므로 분석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할 것을 묻는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이 분석 파일인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기존 

파일명 그대로 저장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분석 파일명을 부여하

여 저장하여야 한다. 즉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수행한 것과 같게 된다. 파

일 저장실행시 파일에 저장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열려져 있는 창들의 데이터(필터 처리해서 파생된 창을 포함)

㉯ 시간이력화면과 주파수응답화면 등의 창이 열려 있는지 여부

㉰ 주파수응답화면에 적용된 FFT view type, FFT window type

㉱ 위치 지정자와 위치 지정자에 적용된 속성(P파 시작점, S파 시작점 등)

㉲ 위치 지정자에 의해 결정되는 분석 정보(지진 규모 등)

   파일 저장실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파일에 저장되지 않는다.

㉮ 창들의 위치 및 크기

㉯ “닫기”에 의해 닫혀진 창의 데이터

㉰ 메뉴 중 체크 형태로 선택되는 기능, 예를 들면 보기 옵션의 설정들

③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기본적으로 binary 포맷인 분

석 파일(*.SMA) 형태로 저장된다.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거나 

이벤트 파일에 대하여 “저장”을 실행시킬 경우 그림 3.2.62와 같은 “분석 파일 저

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및 파일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경로(위치)는 분석 파일이 저장되는 디

렉토리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C:/SMS/AnalyzedData/”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다른 경로에 파일을 저장하면 다음에 “분석 파일 저장” 대화 상자를 열 때는 그 

디렉토리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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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2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시 나타나는 대화상자

④ 닫기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창을 닫는다. 모든 활성화된 창을 닫을 경우 파일을 열

기 전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며, 이때 열려 있던 파일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신 모듈로부터 수신 받은 파일에는 사용 중인 모든 채널의 정보가 들어 있

으며 이 중에는 분석시 유효한 정보를 갖지 않은 채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닫기” 명령은 불필요한 채널을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으며 또한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 혹은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이 필요치 않을 경우 해당 윈도우를 닫는 역할을 한다.

⑤ 모두 닫기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닫고 파일을 열기 전의 초기화 상태로 돌아간다. 파일

에 분석 정보가 추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림 3.2.63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

나며,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된다.

그림 3.2.63 파일 메뉴에서 모두 닫기 선택시 나타나는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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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고서 작성

  화면에 표시된 형태를 바탕으로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보고서로 변환하여 프

린터로 출력한다. 보고서에는 지진파 정보(분석 정보 포함)와 화면에 나타난 파

형들을 포함하게 된다.

⑦ 인쇄

  현재 활성화된 창을 프린터로 출력한다.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력화면이,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응답화면이 프린터

로 출력된다. 본 메뉴를 실행시키면 그림 3.2.64와 같은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난

다. 

그림 3.2.64 파일 메뉴에서 인쇄 선택시 나타나는 대화상자

  인쇄 대화상자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연결되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등록 정보에서는 해당 프린터에 대한 세부 선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상자를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인쇄 매수는 같은 내용의 출력

물을 여러 장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프린터에 대한 등록 정보는 프린터에 

따라 다르나 칼라 또는 흑백 설정, 해상도 설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⑧ 환경설정

  데이터 저장 디렉토리, 프로그램 위치, 화면 배색 등 각종 선택 사항들을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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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저장되지 않은 파일이 있으면 저장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2.65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3.2.65 파일 메뉴에서 종료 선택시 나타나는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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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 메뉴의 세부 항목 및 기능

  보기 메뉴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보조 정보, 툴바 및 상태바 등을 사용할 것인지

의 여부, 즉 화면상에서 나타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선택 사항들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 및 주파수응답화면

(frequency response window)의 화면 스크롤, 확대 및 축소 등에 대한 옵션 및 그

래프내의 격자 및 단위 설정에 대한 선택 사항들도 포함한다.

  그림 3.2.66은 지진감시 프로그램의 보기 메뉴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 메뉴는 도

구상자, 상태표시줄, Control Pad, 격자보기, 범례보이기, 마우스 패드, 점고정, 애

니메이션, X축설정, Y축설정 등의 부메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66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보기 메뉴

① 도구상자

  도구상자는 그림 3.2.66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화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시간이력화면과 주파수응답화면에 대한 각종 선택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메뉴에서 “도구상자” 메뉴를 체크된 상태로 두면 그림 3.2.67과 같은 도

구상자가 나타나며,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도구상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화

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도구상자를 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도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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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초기의 기본적인 값은 

체크된 상태이다. 도구상자를 나타나지 않게 할 경우에는 그림 3.2.68과 같이 화

면이 구성된다. 전체 화면이 같은 크기라고 할 때 더 넓은 역을 시간이력화면

과 주파수응답화면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67 지진분석 프로그램 보기 메뉴의 도구상자 선택시의 화면

그림 3.2.68 보기 메뉴의 도구상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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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fo Box

  그림 3.2.69에 나타나 있는 "Info Box"에는 현재 화면상에 표시된 지진신호에 

대한 각종 정보가 표시된다. 다시 말해 지진파 취득시에 얻어지는 기본 정보 외

에 P, S파 마크에 따라 최대 가속도, 최대 속도, 최대 변위, 지진규모

(magnitude), 지진세기(intensity), 지진 에너지, CAV, OBE 초과 여부 등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표시된다.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Info Box"를 표

시하지 않고자 하면 보기 메뉴의 “Info Box”를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둔다. 프로

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기본적인 상태는 체크되지 않은 상태이다. "Info. Box"를 

나타나지 않게 한 경우의 화면은 그림 3.2.70과 같다.

그림 3.2.69 보기 메뉴의 Info Box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

그림 3.2.70 보기 메뉴의 Info Box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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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태표시줄

  화면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상태표시줄(status bar)에는 현재 커서 위치의 X

축, Y축에 대한 정보(시간 또는 주파수, 지진신호의 크기)와 현재 동작 상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다.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상태표시줄을 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보기 

메뉴의 “상태표시줄”을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둔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태표시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2.71 보기 메뉴의 상태표시줄을 선택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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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ontrol Pad

  보기 메뉴의 “Control Pad”는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Control Pad(제

어도구)를 표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기 메뉴에서 “Control Pad”를 체크된 

상태로 하면 화면에 "Control Pad"가 나타난다. "Control Pad"는 프로그램과 별

도의 창으로 뜨며 항상 그림 3.2.72에 나타나 있는 형태를 유지한다. "Control 

Pad" 안에는 화면의 각 방향에 대한 확대, 축소 및 스크롤에 대한 스피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2.72 보기 메뉴의 Control Pad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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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격자 보이기

  보기 메뉴의 “격자 보이기”는 시간이력화면 및 주파수응답화면의 그래프에서 

가로, 세로 격자를 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인 상태는 “격자 보

이기”가 체크된 상태이다. 그림 3.2.73과 그림 3.2.74는 각각 “격자 보이기”가 체

크되지 않은 상태의 화면과, “격자 보이기”가 체크된 상태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2.73 보기 메뉴의 격자보이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화면

그림 3.2.74 보기 메뉴의 격자보이기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



108

⑥ 마우스 모드

  시간이력화면의 그래프상에서 마우스 커서는 확대, 축소, 잡아끌기, 역 선택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2.75에 나타나 있는 마우스 모드는 이러한 

네 가지 모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우스 모드는 그림 3.2.76과 

같이 시간이력화면의 그래프 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

업 메뉴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2.75 보기 메뉴의 마우스 모드를 선택한 경우의 화면

 

  그림 3.2.76 그래프 역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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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점 고정

  점 고정을 선택할 경우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의 경우에는 Y축

의 0점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고정되며,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의 경우에는 Y축의 0점(혹은 최하값)이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고정된다. 

이는 지진파형의 속성상 Y축의 0점을 중심으로 거의 상하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0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옵션이다.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상하 스크롤이 작동하지 않으며, 점 고정은 모든 

창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스크롤을 통해 0점을 움직인 상태에서 점 고정을 적

용하면 0점이 중심에 위치하도록 화면이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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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애니메이션

  축소, 확대 등의 동작을 할 때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것이며 실제 동작과는 무관하다.

  그림 3.2.77은 역 확대 상태에서 일정 역을 확대시켰을 경우의 화면을 나

타내며, 애니메이션이 설정된 경우, 그래프에서 선택한 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로 화면의 귀퉁이를 향해 화면이 확대되는 것처럼 표현된다. 그림 3.2.78은 X축 

상에서 “빠른 확대”를 적용한 경우이다. 이 기능은 마우스 위치를 중심으로 확대

를 수행한다.

그림 3.2.77 그래프의 일정 역을 확대시켰을 때의 화면 

그림 3.2.78 그래프에 대해 빠른 확대를 적용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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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X축 설정

  그림 3.2.79는 보기 메뉴에서 X축 설정을 선택한 경우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으

며,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의 X축은 linear scale과 log 

scale로 표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기본값은 "FFT Log Scale"

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3.2.80은 X축 설정을 "FFT Log Scale"로 한 경우의 화

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79 보기 메뉴에서 X축 설정을 선택한 경우의 화면

그림 3.2.80 X축 설정을 FFT Log Scale로 선택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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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Y축 설정

  시간이력화면과 주파수응답화면의 Y축에서 나타나는 단위를 중력가속도(g)단

위로 할 것인지 전압(V)단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설정하는 단위는 

상태표시줄 및 인쇄 결과물에도 적용된다. 그림 3.2.81과 그림 3.2.82는 각각 Y축 

설정을 g단위와 V단위로 한 경우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81 보기 메뉴에서 Y축 설정을 g단위로 선택한 경우의 화면

그림 3.2.82 보기 메뉴에서 Y축 설정을 V단위로 선택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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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자동 정렬

  그림 3.2.83은 보기 메뉴의 “자동정렬”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정렬은 파일에

서 여러 채널의 데이터를 읽었을 때 각 창들의 배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창은 최소 크기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화면에 모든 채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나타나며, 스크롤을 통해 다른 채널을 검색할 수 있

다. 창의 배열은 항상 채널 순서로 이루어지며 왼쪽에는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 오른쪽에는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이 같

은 비율로 정렬된다. 자동정렬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을 지우고 생성할 때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3.2.84는 자동 정렬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자

동 정렬을 적용한 경우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83 보기 메뉴의 자동정렬

그림 3.2.84 자동정렬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선택한 경우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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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메뉴의 세부 항목 및 기능

  분석 메뉴에는 지진신호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한 후, 그 결

과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2.85는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분석 메뉴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메뉴는 응답스펙트

럼, 주파수응답, FFT, OBE, SSE 등의 부메뉴(sub menu)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85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분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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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답스펙트럼

  현재 활성화된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에 대한 주파수응답화면

(frequency response window)을 띄운다. 주파수응답화면의 표시 형식 및 적용할 

FFT window의 종류는 도구 메뉴에서 설정된 사항에 따른다. 주파수응답화면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으며, 이미 주파수응답화면이 존재할 

경우에는 응답스펙트럼 역만이 재설정되어 표시된다. 

 그림 3.2.86은 두 번째 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응답스펙트럼”을 수행한 예

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시간이력화면의 크기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파수응답화면이 새로 생기면서 자동 정렬에 의해 시간이력화면의 

크기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림 3.2.87은 주파수응답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력화면의 역을 재

설정한 후 다시 응답스펙트럼을 수행한 예이다.

그림 3.2.86 두 번째 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응답스펙트럼을 수행한 예

그림 3.2.87 분석 역을 재설정한 후 응답스펙트럼을 수행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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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속도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에서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가속도 데이터

의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자료취득 모듈(DAM)에서 센서를 통해 취득하는 값이 

바로 이 가속도 값이며 속도, 변위, CAV 등을 단독으로 보고자 할 경우에 본 설

정을 off시키며, 그 외의 경우는 항상 체크된 상태로 둔다. 

  그림 3.2.88은 가속도를 보이도록 한 경우이며, 선 색깔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으

로 나타난다.

  

그림 3.2.88 시간이력화면에 출력되는 가속도 신호의 예

③ 속도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에서 속도 데이터를 표시할지를 결정한다. 

속도 데이터는 가속도 값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데이터의 시작점에서의 속도를 0

으로 가정하므로, 어떤 지점에서의 속도는 데이터의 시작점으로부터 현재 지점까

지의 데이터를 적분한 값이다. 속도 데이터는 가속도 값과 같은 윈도우에 표시되

며 색깔로서 구분된다. 그림 3.2.88의 경우 가속도는 노란색, 속도는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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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위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에서 변위 데이터를 표시할지의 여부를 결

정한다. 변위 데이터는 속도 값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데이터의 시작점에서의 변

위를 0으로 가정하므로 어떤 지점에서의 변위는 데이터의 시작점으로부터 현재 

지점까지의 속도 데이터를 적분한 값이다. 변위 데이터는 가속도와 동일한 윈도

우에 표시되며 색깔로서 구분된다. 그림 3.2.89는 가속도와 속도와 변위가 모두 

표시되는 경우이다. 가속도는 노란색, 속도는 하늘색, 변위는 보라색으로 나타나

며, 속도값이 전체적으로 DC offset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위값은 1차식의 형태

를 가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2.89 시간이력화면에 출력되는 가속도, 속도 및 변위 신호의 예

  

가속도

속도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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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AV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에서 누적절대속도(CAV) 데이터를 표시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CAV 데이터는 가속도 신호의 절대값을 적분하여 얻어진

다. DAM에서 계산한 CAV값은 가속도 데이터와 함께 전송되어 저장되며, 그 결

과는 CAV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볼 수 있다. 

   

  그림 3.2.90 CAV 계산 결과의 예

  위의 그림 3.2.90은 CAV계산 결과를 보이게 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색

은 전체 구간 동안의 누적값이다. DAM에서는 지진신호에 대해 해당 계산 구간

(1초)에서의 CAV값들을 계속 누적하며, 누적된 값이 설정치를 넘으면 경보로 판

단한다.

누적
C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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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OBE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에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함

께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세가지 감쇠값에 해당하는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표시할 수 있으며, YE-001(기초슬래브)과 YE-002(자

유지표면)의 경우 7%, 5% 및 2% 감쇠에 대한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YE-003(크레인지지대)의 경우 4%, 2% 및 1% 감쇠에 대한 OBE 설계 응답스펙

트럼을 화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스펙트럼은 색깔로서 구분된

다.  

  다음의 그림 3.2.91은 주파수응답화면의 그래프상에서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

을 표시한 화면이다. 녹색으로 나타난 선이 지진감시 프로그램이 계산한 응답스

펙트럼이며, OBE를 넘은 값은 빨간 점으로 나타난다. 보라색은 DAM이 계산한 

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림 3.2.91 주파수 응답 화면에서 표시된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예

⑦ SSE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에 SS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함

께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진분석 프로그램은 3가지 감쇠값에 해당하는 

SS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표시할 수 있으며, YE-001과 YE-002의 경우 7%, 

5% 및 2% 감쇠에 대한 SS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YE-003의 경우 7%, 4% 및 

2% 감쇠에 대한 SSE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화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OBE 설계 
응답스펙트럼

DAM이
계산한

응답스펙트럼

지진감시 
프로그램이
계산한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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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구 메뉴의 세부 항목 및 기능

  그림 3.2.92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 메뉴에는 필터처리, 갈무리 등 부가적인 도구

들과 FFT의 세부 옵션에 대한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부메뉴(sub menu)

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92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도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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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터처리

  대화상자에는 필터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필터와 각 필터들의 특성에 대한 정

보들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필터를 선택하면 해당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수

행한다. 이때 필터링 된 결과는 새로운 시간이력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3.2.93에서 왼쪽에 현재 고를 수 있는 필터의 종류가 나타나며 오른쪽 상

단에는 해당 필터의 상세 사양이, 오른쪽 하단에는 선택된 필터의 개략적인 응답 

특성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2.93에서 볼 수 있듯이 선택된 필터는 1 Hz에서 51 Hz까지

를 통과시키는 12차 elliptic 밴드패스 필터(band-pass filter)이며, 이때 적용 버

튼을 누르면 필터링된 새로운 윈도우가 생성된다.

그림 3.2.93 필터를 선택하기 위한 대화상자



122

  그림 3.2.94는 필터 처리를 수행한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DC offset이 

있기 때문에 상단의 원 신호에서는 속도 및 변위 값이 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필터 처리한 결과(하단)에서는 이러한 값이 거의 점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94 필터 처리를 수행한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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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 필터 만들기

  외부 프로그램인 HyperSignal의 필터 설계 툴을 띄워 새로운 필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HyperSignal은 상용프로그램이며, HyperSignal이 설치되어 있지 않

으면 본 메뉴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HyperSignal을 통해 설계된 필

터는 필터 디렉토리(C:\SMS\Filters)내에 저장되어야 필터처리 대화상자에서 선

택할 수 있다.

③ FFT View Type

  도구 메뉴의 “FFT View Type”은 그림 3.2.95에서 볼 수 있듯이 메뉴와 도구

상자의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2.95 FFT View Type 선택 방법

 “FFT View Type”에는 “Normal PSD”, “PSD in DB”, “Cumulative”의 세 가지

가 있다. “Normal PSD”는 흔히 볼 수 있는 주파수 응답스펙트럼을 g단위 혹은 

V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PSD in dB”는 이것을 데시벨 단위로 변환한 것이다. 

즉 Y축을 로그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Cumulative”는 주파수 응답의 전체 누적 

값을 1로 봤을 때 각 주파수 별로 해당 주파수까지의 누적 값을 표시한 그래프

이다. 이는 특징적인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3.2.96과 그림 3.2.97은 각각 “PSD in dB”와 “Cumulative”로 나타난 응답스펙트

럼을 나타내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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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6 데시벨 단위로 나타낸 주파수 응답스펙트럼

3.2.97 Cumulative기능을 이용하여 나타낸 주파수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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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FT Window Type

   FFT 알고리즘은 특정 구간의 시간 역 데이터가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것으

로 가정하여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므로 시간 역의 신호에 window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누설에 의한 오차(leakage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구간의 데이터에 "Hanning" 또는 "Hamming" 

등의 window를 적용하고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본 메뉴

를 선택하면 그림 3.2.98에서 볼 수 있듯이 window를 선택하는 대화상자를 표시

해 준다.

㉮ Rectangular(flat top) window

㉯ Hanning window

㉰ Hamming window

㉱ Barlett(triangular) window

㉲ Blackman(3 term) window

㉳ Blackman-Harris(4 term) window

그림 3.2.98 FFT용 윈도우(window)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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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에서는 FFT용 window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DAM이 계산한 주파수 응

답과 지진분석 프로그램이 계산한 주파수 응답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굳이 같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지진분석 프로그램과 자료취득 모듈

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FFT window를 rectangular type으로 

하고 size를 1000으로 한 후 시간이력 데이터의 선택 역을 트리거 지점(trigger 

point)부터 시작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⑤ 갈무리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의 내용을 클립 보드에 비트맵 파일로 복사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3.2.99는 화면을 캡처(capture)한 것이 아니라 갈무리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워드프로세서에 직접 붙이기를 수행하여 옮긴 결과이다. 이때 캡션바

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3.2.99 갈무리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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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움말 메뉴의 세부 항목 및 기능

  그림 3.2.100에서 볼 수 있듯이 도움말 메뉴에는 목차와 색인, 프로그램 정보 등 

두 가지 부메뉴가 있으며, 이들 부메뉴(sub menu)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100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도움말 메뉴

① 목차와 색인

  각 메뉴 및 도구의 사용에 대한 도움말들의 목차 및 색인을 제공하여 해당 도

움말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의 소유자 및 제작사, 버전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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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이력 분석(time history analysis)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은 지진 이벤트(event) 발생시의 가속도 데이

터를 시간 역(time domain)상에서 표시하며 가속도 데이터의 적분에 의해 구해지

는 속도, 변위 데이터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계산한 CAV, 혹은 

DAM에서 계산한 CAV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시간이력화면은 동시에 24개의 그

래프를 표시하여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모든 데이터(한 파일에 저장)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채널의 정보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자의 지진파 분석에 유

용하게 활용된다. 다음의 그림 3.2.101은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의 각 

부분의 의미와 기능을 나타낸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2.101 시간이력 화면(time history window)의 구성

   

  캡션바는 창에 대한 정보, 즉 창의 종류, 채널 및 시간 등을 표시한다. 

  "X축 요약 정보"는 파일에 담겨 있는 전체 신호를 축소한 화면을 제공한다. 녹색

으로 반전된 부분은 전체 신호 중 현재 그래프 화면에 보이는 역을 표시한다. 

  "Y축 요약 정보"는 파일에 담겨 있는 전체 신호를 Y축에 투사한 화면을 제공한

다. 적색부분은 신호가 존재하는 역이며 녹색의 반전된 부분은 현재 그래프 화면

에 보이는 역을 나타낸다. 

캡션바 X축 요약 정보

X축 눈금바Y축 눈금바 Y축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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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눈금바"와 "Y축 눈금바"는 현재 그래프의 X축 및 Y축의 공학 단위를 표시

한다. 

  "Fit(full)“ 버튼은 X축 요약 정보를 full scale로 표시할 것인지, 최대 및 최소에 

맞추어 fit 상태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Fit-XY(full-XY)“ 버튼은 그래프를 full scale로 표시할 것인지, 최대 및 최소에 

맞추어 fit 상태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 시간이력화면의 생성 및 저장

① 시간이력화면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open함으로써 생성된다.

②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호출하면 open할 파일의 이름을 전달하여 바로 화면상

에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이 활성화되도록 되어 있다.

③ 지원되는 파일은 SMAS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파일, 분석 파일, 트리거 파일 

등으로, 거의 모든 형식을 열 수 있다.

④ 하나의 파일에는 전 채널의 정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으며(혹은 일부 채널만 

선택 가능) 이들 채널을 모두 동시에 띄울 수 있으므로 최대 24개의 신호를 

동시에 열 수 있다.

⑤ 표시된 신호 데이터는 동일 시간, 동일 크기의 척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신호의 공학 단위를 중력가속도(g), 전압(V)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같은 

척도 내에서 가속도 외의 속도, 변위, CAV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사용자가 분석한 후 파일을 저장하면 SMA파일이 생성되며, 이는 원 파일에 

사용자의 분석 정보가 추가된 것이다.

⑧ 사용자가 필터링 등을 수행하여 새로 만든 시간이력화면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다.

(2) 그래프의 축소, 확대 및 스크롤 기능

①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은 트랜드 화면의 크기 조정 및 이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그래프 표시화면은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각 축의 눈금바를 잡아

끌음으로서 가능하며 또한 마우스 모드를 “잡아끌기”로 한 상태에서 그래프

를 잡아서 끌어도 된다. 잡아끌기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손모양으로 되며 이때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는 잡은 모양이 된다. 누

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스크롤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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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래프 표시화면의 X, Y축에 대해 동시 및 단독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이는 각 역에서의 팝업 메뉴를 사용하거나, 혹은 마우스 모드 중 “전체 확

대”, “전체 축소” 등을 선택한 후 그래프 역을 클릭하면 가능하다. 

그림 3.2.102 그래프의 X축 및 Y축 확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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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우스 모드 중 “ 역 확대” 모드를 선택하면 그래프 중 특정 역을 선택하

여 확대할 수 있다.

그림 3.2.103 그래프의 역확대 기능

⑤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는 0점을 기준으로 변하는 신호이므로, 0점이 화면의 

중앙에 위치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 점 고정”이라는 모드를 두

어 Y축의 0점이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고정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Y축 

방향으로의 스크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Y축 팝업 메뉴에서 나타나는 “중앙

으로”는 점고정과는 다르며, “중앙으로”는 단지 0점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스크롤은 가능하다.

⑥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모음이 있어 확대, 축소 및 이동 등 모든 기능을 

도구함 내의 스피드 버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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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 지정자를 통한 분석 기능의 사용

① 24개의 위치 지정자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임의의 마우스 커서 위치에 지정자를 위치시킬 수 있고, 또한 표시된 위치 지

정자의 위치를 잡아끌기에 의해 이동시킬 수 있다. 마우스 커서(cursor)를 위

치 지정자에 가까이 가져가면 위치 지정자의 색깔과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어 선택된 상태임을 알리며 이 상태에서 위치 지정자에 대한 조작이 가

능하다.

③ 임의 위치의 지정자는 지정 위치의 정보를 표시한다. 즉 가로축의 시간 정보

와 세로축의 가속도 정보 등을 표시한다.

그림 3.2.104 위치 지정자를 이용한 그래프 분석 기능

④ 위치 지정자에 의해 P파 시작점, S파 시작점, S파 종료점을 지정하면 이들이 

분석 알고리즘에 자동으로 반 된다.

⑤ 두개의 위치 지정자가 설정된 상태에서, 커서를 앞쪽 위치 지정자에 근접시키

면 수평 화살표가 나타나며 두개의 위치 지정자간의 거리가 표시된다.

⑥ 팝업 메뉴를 이용하여 위치 지정자를 현재 위치에서 다음 피크(peak)값 및 

zero값으로 자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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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파수응답 분석(frequency response analysis)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은 지진 이벤트(event)가 발생한 지

진신호 데이터의 주파수 정보를 나타낸다. 이때 가로축은 주파수이며, 세로축은 주

파수별 파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um density)를 나타낸다.

 

(1) 주파수응답화면의 생성

① 메뉴 상의 “분석-FFT”를 선택하여 현재 활성화된 시간이력화면(time history 

window)의 선택된 시간이력 역을 FFT할 수 있다.

② 위치 지정자를 사용할 경우(위치 지정자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팝업 메뉴 이

용) 해당 지점부터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위치 지정자 지점까지 FFT를 수행

하도록 한다. 다음 위치 지정자가 없을 경우 1000 point 만큼의 구간만큼 

FFT를 수행한다. 1000 point는 시간 역에서 2초 구간이 되며 이는 DAM에

서 FFT를 수행하는 구간의 크기와 일치한다. 

③ 주파수응답화면(frequency response window)은 하나의 시간이력화면에 대하

여 하나씩 존재한다. 즉 이미 해당 시간이력화면에 대한 주파수응답화면이 존

재할 경우, 새로 FFT를 수행하면 새로운 주파수응답화면이 생성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주파수응답화면의 내용이 갱신된다.

④ 생성된 주파수응답화면은 상단에 시간이력(time history)의 축소 표시기를 가

지며 현재 FFT한 역이 색깔에 의해 나타난다. 시간이력화면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이 축소 표시기를 조작하여 FFT 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잡아끌

거나 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주파수응답화면의 표현 방법

① 가로축은 주파수, 세로축은 파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um density)로서 

지진신호의 주파수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가로축은 보기 메뉴의 부메뉴인 "X축 설정"에서 "Linear Scale" 또는 "Log 

Scale"로 설정할 수 있으며, "Log Scale"의 경우 0.01 Hz 이상부터 표시된다. 

③ 세로축은 도구 메뉴의 부메뉴인 "FFT View Type"을 통하여 "Normal PSD", 

"PSD in dB" 또는 "Cumulative"로 설정할 수 있다. 데시벨(dB) 단위의 PSD

는 전압(voltage)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0Log10(voltage)의 식에 의해 구해진

다. "Cumulative"는 전체 주파수 역에 대해 누적된 값을 1로 보았을 때 해당 

주파수까지의 PSD를 누적한 값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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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ormal PSD"의 기본 단위는 중력가속도(g)단위이나, 단위 변경을 하면 전압

(V)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PSD in dB" 및 "Cumulative"는 단위 변경의 

향을 받지 않는다.

(3) FFT 구간 및 그래프 출력 형태 설정

① Time Length

    FFT는 선택된 시간 데이터 중 일부 구간에 대해 수행하게 된다. "Time 

Length"는 FFT를 수행하는 시간 역을 설정한다.

  

그림 3.2.105 FFT 구간 및 그래프 출력 형태 설정

② Frequency Scale

  "Frequency Scale"은 X축에 나타나는 주파수 구간의 한계값을 정의한다. 기본

적으로 50 Hz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10, 20, 25, 30, 50 등을 선택할 수 있

다.

③ Amplitude Scale, Sensitivity

  "Amplitude Scale"은 Y축의 최대 지시값을 의미한다. 상하 눈금버튼을 이용하

여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커서키를 사용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Sensitivity"는 "PSD in dB"에서만 사용되며, 최소 지시값을 설정한다. 

"Cumulative"에서는 Y축이 0∼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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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행시키는 방법과, 지진분석 

프로그램에서 저장되는 파일의 기본 포맷(format)과 파일명 규칙에 대하여 기술한

다.

(1) 매개 변수(command line argument)에 의한 프로그램 실행

외부 프로그램에서 지진분석 프로그램 모듈을 실행시키면서, 실행명령의 매개변수

(command line argument) 인자로써 open할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넘겨주는 방식이

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호출하는 쪽에서 디렉토

리를 설정하거나 실행명령의 매개변수(command line argument)에 경로를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이후의 인자로는 open시킬 채널들을 나열하도록 한다. 채널은 0부터 23

까지 사용 가능하며, 분석하려는 대상 채널들을 공백으로 띄워 나열하면 된다.

본 프로그램의 이름을 "SeismicAnalysisDesktop.exe"라고 할 경우, 명령을 수행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SeismicAnalysisDesktop C:\SMS\BinaryData\1999111803006.STD 3 7 16

  위 예는 "C:\SMS\BinaryData\" 라는 경로의 "1999111803006.STD" 라는 데이터 

파일 중에서 3번, 7번, 16번 채널을 여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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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 파일의 기본 포맷

① 파일명 규칙

㉮ Event File Name

    파일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한다.

    형식: YYYYMMDDCCNNN.Ext

     여기서 YYYY은 연도를 의미하며 4자리로 표기한다. MM은 달을 의미

하며 1∼9월까지는 앞에 0을 표시하여 2자리로 표기한다. DD는 날짜를 의

미하며 1∼9일까지는 앞에 0을 표시하여 2자리로 표기한다. CC는 이벤트가 

발생한 채널로 0∼23(24개)까지로 표기되며, DAM0에서부터 DAM7번까지 

순서대로 채널을 명기할 수 있다. NNN은 해당 채널의 이벤트가 금일에 몇 

번째 발생한 것인지를 표시한다. 0에서 999까지 1000개의 이벤트가 금일에 

동일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Ext는 확장자로 파일의 

종류를 나타낸다.

㉯ 파일의 종류와 확장자

 ⓐ 이벤트 파일: DAM의 이벤트(event) 판단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벤트로 

판단된 데이터로, 텍스트(text) 파일로 구성되며 헤더부분

에는 파일의 정보가 있으며 나머지 역은 데이터로 구

성되어 있다. 파일명칭은 파일명 규칙을 따라 정해지며 

확장자는 *.SED(Seismic Event Data)이다.

 ⓑ 트리거 파일: 지진트리거 신호를 DIM에서 수신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로 파일의 구조는 이벤트 파일과 동일하다. 파일명은 파

일명 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확장자는 *.STD (Seismic 

Trigger Data)이다.

 ⓒ 알람 파일: DAM에서 이벤트(event)로 판단된 데이터를 경보(alarm)

에 해당하는 데이터인지 확인하여, 경보에 해당하는 데이

터로 판단되면 경보 데이터로 저장된다. 데이터는 

*.SAD(Seismic Alarm Data) 형식으로 저장된다.

 ⓓ 분석 파일: 분석파일은 이벤트 혹은 트리거 파일을 사용하여 지진분

석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한다. 분석파일은 크

게 2가지로 구분되며, 단일 데이터를 분석한 sing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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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중의 데이터를 분석한 multiple data로 구분된다. 

single data는 *.SSA(Seismic Single Analysis) 형식으로 

저장되며, multiple data는 *.SMA(Seismic Multiple 

Analysis) 형식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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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기존의 아날

로그 방식이 지진감시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현장 성능시험을 완료한 후,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의 인

허가를 완료하 다[13]. 본 절에서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에 

대해 기술한다.

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현장 설치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현장 설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치 

절차를 미리 계획하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설치하 다. 다

음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설치 절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기존 지진감시 설비 철거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감시 설비의 주전원을 차단한다.

(2) 기존 지진감시 설비의 케이블을 철거한다.

(3) 기존 지진감시 설비를 철거한다.

(4) 철거 작업으로 인해 파편들이 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두꺼운 비닐로 파편

들을 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철거된 지진감시 설비를 보관위치로 이동한다.

(6) 기존 지진감시 설비가 고정되어 있던 앵커볼트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

(7) 바닥에 요철부분이 없도록 평탄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바닥의 평탄화가 곤란

하면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8) 주변을 정리하여 타 시스템에 향이 없도록 한다.

(9) 최종적으로 청소를 수행한다.

나.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설치

(1)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실려있는 운송용 차량을 정위치에 위치시킨다.

(2) 이동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비닛에서 주제어 유니트(MCU), 무정전 전원

장치(UPS), 전원공급 모듈(PSM), 분석 컴퓨터를 분리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포장한 박스를 운송차량에서 먼저 내려 안전한 장소(원자력연구소 하나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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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실)에 보관한다.

(3)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박스 포장을 해체한다.

(4) 크레인(25 ton)을 이용하여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을 원자력연구소 하

나로 원자로건물 북쪽 3층 계단 난간으로 이동시킨다.

(5) 계단 난간을 통해 캐비닛을 계측기기실로 반입한다. 이때 출입문과 부딪혀 손

상되지 않도록 캐비닛을 기울여 계측기기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운반한다.

(6) 이동된 캐비닛의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육안 점검한다.

(7) 또한 이동된 캐비닛의 내부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 점검한다.

(8) 육안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면 최종 설치 지점까지의 캐비닛 이동 경로를 고려

하여 계측기기실 바닥판 아래를 각목과 송판으로 먼저 보강한다. 이때 기존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9) 또한 캐비닛과 이동 인력의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계측기기실 바닥판 

위를 두꺼운 합판으로 덮는다. 이때 경사면(slope)을 이용하는 경우나 이동시에

는 캐비닛을 비스듬히 기울여, 여러 사람이 들거나 당길 수 있도록 한다.

(10) 캐비닛을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11) 설치장소에 안착한 후 직립이 되도록 shim plate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한다.

(12) 틈새 조정 후 설치 위치에 앵커볼트 구멍 위치를 표시한다.

(13) 앵커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캐비닛을 이동한다.

(14) 앵커링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스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로 보호

한다.

(15) 햄머 드릴을 이용하여 앵커볼트 구멍(8개)을 낸다.

(16) 콘크리트 파편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17) 시스템 캐비닛을 설치장소에 다시 안착시킨 후, shim plate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하고, 설치용 앵커볼트(HILTI HSL M16/50)를 이용하여 최대조임 토오크 

200 Nm로 고정한다.

(18) 분리되어 있던 주제어 유니트(MCU), 무정전 전원장치(UPS), 전원공급 모듈

(PSM), 분석 컴퓨터를 캐비닛에 취부한다.

(19) 입력 신호라인 및 전원라인 등 기존 설비의 입력 및 출력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0) 입력전원을 재확인한다.

(21) 케이블 결선상태를 확인한 후 결선을 한다.

(22) 캐비닛 내부의 배선이 정확한지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전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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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현장성능시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현장성능시험은 전원공급장치, MCM에 설치되어 있

는 VME 모듈 등에 대한 하드웨어 시험, 분석 컴퓨터의 운 환경 및 분석 프로그

램의 건전성 확인, 그리고 현장 계측센서를 연결한 후 현장 계측센서의 신호를 취

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통합 시험 등으로 분류된다.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하나로 원자로건물 계측기기실에 설치한 후, 현장

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모든 시험요건이 만족되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

계시방대로 제작되었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현

장성능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원공급장치 시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전원공급장치는 전원공급 모듈(Power Supply Module, 

PSM)과 무정전 전원장치(UPS)로 구성된다. 전원공급 모듈은 무정전 전워장치의 

전원을 사용하는 PSM #1 및 PSM #3, 주 전원을 사용하는 PSM #2 및 PSM #4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원공급 모듈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이 정상운

전일 경우에는 서로 부하를 분담하며, 이중 하나에 고장이 발생하면 정상인 전원공

급장치에서 모든 부하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전원공급장치 시험은 모든 VME 모듈을 포함하는 주제어 유니트 및 현장 계측기

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공급 모듈의 출력전압을 확인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

의 용량이 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각 전원

공급기에 대한 전원인가 시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원인가시험을 통해 

모든 전원공급장치들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 다.

(1) 무정전 전원장치(UPS)

① UPS의 입력 및 출력 전압 확인

② UPS의 주전원 차단시 MCU의 정상 작동 및 ±12V, 5V, 24V 전원공급 모듈

의 출력 전압 확인

③ 주전원 차단 30분 후 ±12V, 5V, 24V 전원공급 모듈의 출력전압 확인

(2) ±12V 전원공급 모듈(PSM #1, #2)

① 12V 단자의 출력전압이 12±0.5V DC 범위에 있는지 확인 

② -12V 단자의 출력전압이 -12±0.5V DC 범위에 있는지 확인 

③ 출력전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정단자를 이용하여 출력전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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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V, 24V 전원공급 모듈(PSM #3, #4)

① 5V 단자의 출력전압이 5±0.25V DC 범위에 있는지 확인 

② 24V 단자의 출력전압이 24±1V DC 범위에 있는지 확인 

③ 출력전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정단자를 이용하여 출력전압 조정

나. 주제어 유니트(MCU) 시험

  MCU(Main Control Unit)는 시스템을 제어하며 컴퓨터와 통신을 하는 주제어 모

듈(MCM), 현장 계측기의 신호를 취득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DAM, 지진트

리거 및 지진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DIM 및 DOM, 시

스템의 건전성 확인을 위한 모의 지진신호를 제공하는 AOM 및 취득한 지진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FMM으로 구성된다. MCU 시험을 통하여 각각의 모듈에 대한 점

조정과 건전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 AOM 보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데이터 값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 각 모듈들에 대한 주요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CM 시험

① MCM의 "리셋(reset)" 버튼을 누르고 FMM을 제외한 모든 모듈의 RUN LED

가 off 되는지 확인

② 네트워크 설정을 한 후 네트워크 설정상태를 확인

(2) DAM 시험

① DAM에 대한 점조정 수행

② 직류전원 발생기를 이용하여 DAM에 -2.4V, -1.2V, 0V, 1.2V, 2.4V를 순차적

으로 인가하면서 DAM이 취득하는 전압 값을 확인

③ DAM이 취득한 값이 인가한 값과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채널의 조

정단자를 이용하여 이득(gain)값 조정

(3) AOM 시험

① AOM이 진폭 1V, 주기 0.1초인 사각파를 출력하도록 한 후 오실로스코프

(oscilloscope)를 통해 정확한 파형이 출력되는지를 확인

② AOM이 진폭 1V, 주기 0.1초인 사인파(sine wave)를 출력하도록 한 후 오실

로스코프(oscilloscope)를 통해 정확한 파형이 출력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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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M 시험

① STM의 "Test" 버튼을 눌러 경보 판넬(ANN)의 “Switch(YS-002)" LED가 점

등되고 경보가 발생하는지 점검한 후, "부저 리셋(buzzer reset)" 버튼을 눌러 

부저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② 분석 컴퓨터의 시스템진단 화면 경보창에서 "지진스위치 상태"의 "YS-002" 

램프(lamp)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리셋(reset)시킨 

후 경보 판넬(ANN)의 "Switch(YS-002)" LED가 꺼지고 각 모듈들의 LED 

상태가 초기상태와 같은지 확인한다.

(5) TTM 시험

① TTM의 "Test" 버튼을 눌러 경보 판넬(ANN)의 "Trigger(YS-001)" LED가 

점등되고 경보가 발생하는지 점검한 후, "부저 리셋(buzzer reset)" 버튼을 눌

러 부저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② 분석 컴퓨터의 시스템진단 화면 경보창에서 "지진트리거 상태"의 "YS-001" 

램프(lamp)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리셋(reset)시킨 

후 경보 판넬(ANN)의 "Trigger(YS-001)" LED가 꺼지고 각 모듈들의 LED 

상태가 초기상태와 같은지 확인한다.

다. Common Mode Fail 시험

  Common Mode Fail(CMF)은 분석 컴퓨터와 통신하고 각 VME 모듈을 제어하는 

MCM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도, DAM이 독립적으로 지진 신호를 계속 감시하며, 

지진신호가 입력되면 3분 정도의 지진신호를 DAM의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

를 분석하여, 설정치 이상인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MCM이 정상

으로 복구되어 분석 컴퓨터와의 통신이 이루어지면 DAM은 MCM을 통해 지진신호

를 분석 컴퓨터로 전송하게 된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Common Mode Fail"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MCM의 

"abort" 버튼을 눌러 MCM을 비정상상태로 만든 후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DAM

에 모의 지진신호를 인가하여, DAM이 이러한 신호를 자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MCM을 정상상태로 복구시킨 후 CMF 상태에서 취득한 신호가 

분석컴퓨터로 전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CMF 

기능이 동작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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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컴퓨터 동작시험

  분석용 MMI(Man Machine Interface) 컴퓨터의 동작시험은 프로그램 동작시험과 

지진신호 분석기능시험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동작시험을 통해 지진감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메뉴, 즉 운 환경, 

모드변경, 시스템정보, 데이터로그 등에서 설정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점검하 으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 다.

  또한 분석 컴퓨터의 분석기능시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진신호 분석기능(시간이

력 분석시험, 응답스펙트럼 분석시험, 누적절대속도 분석시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

는지를 확인하 다. 특히 분석을 위한 트랜드 화면 및 FFT 분석 기능과 지진파 분

석 알고리즘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 으며 결과는 모두 만족되었다.

마. 통합 시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분석 컴퓨터에 대한 건전성 확

인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 설치된 지진 센서들을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연결하여 

시스템 통합시험을 실시하 다. 통합 시험은 지진 센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

상적으로 취득되어 화면에 표시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결과는 모두 만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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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조건전성 평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은 내진범주 I급, 품질등급 T급으로서, 이의 내진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진시험을 수행하거나 동등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한수원(주)에서는 광 1발/고리 1발 캐비닛에 대한 내진시험[7]을 수행하 으며, 

내진시험 결과가 만족되어 지진감시시스템을 매입되어 있는 철판에 용접하여 설치 

완료한 바 있다. 그림 3.4.1에서 보여주는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SMAS)의 캐

비닛은 광 1발 및 고리 1발의 캐비닛의 제작도면을 기반으로 동일 제작업체에서 

제작하 으며, 광 1발의 캐비닛 구조와 동일한 내부부품을 기반으로 가능한 한 

동일하게 개발되었다.

  따라서 하나로에서는 한수원(주) 광 1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 캐비닛에 대한 내

진시험 보고서를 검토하여, 하나로 캐비닛에 대한 내진특성을 평가하 다[8,9]. 또한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과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내진 

특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 완료된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과 하나로에 설치된 캐비닛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직접 수

행하 다. 최종적으로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에 대한 내진시험 결과와, 

광 1발 및 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내진 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광/고리 1발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로 건설 당시에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설

치 위치(원자로건물 3층 계측기기실)에는 매입된 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용접으로 캐비닛을 바닥에 직접 고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림 3.4.2에서 볼 수 있

듯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과 하부 철판(base plate)을 용접으로 고정한 후 

최종적으로 8개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하부 철판을 바닥에 고정하 다. 이러한 용

접부와 앵커볼트는 어떠한 지진하중에서도 구조적으로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캐비닛과 하부 철판을 연결하는 용접부와 최종적으로 캐비닛을 바닥에 고정

하는 앵커볼트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 다[8,10]. 이를 위하여 지진하중에 

의해 용접부와 앵커볼트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 및 하중을 산정하고, 이를 허용값과 

비교하여 용접부와 앵커볼트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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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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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하단의 앵커볼트 설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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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 특성 평가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내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로와 유

사한 구조를 갖는 한수원(주) 광 1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내진시

험 결과를 검토한다. 또한 하나로와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에 대한 고

유진동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내진 특성을 

비교, 평가한다.

가.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내진시험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의 캐비닛은 (주)우리기술에서 제작하 으며, 

IEEE 344-1987[11] 및 주식회사 새한검증의 내진 검증 프로그램[12]에 따라 (주)현

대중공업의 2축 지진 시뮬레이터(bi-axial seismic simulator)에서 내진시험이 수행

되었다[7]. 내진시험의 기본이 되는 RRS(Required Response Spectra)는 광 1발

(1&2호기) 및 고리 1발(2호기)의 지진감시 캐비닛 위치의 층응답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을 포괄하여 작성되었다. 내진시험 과정은 receiving inspection, 

pre-seismic functional test, seismic test[resonance search test, random 

multi-frequency test(5 OBE, 1 SSE)], post-seismic functional test, post-test 

inspection 순으로 수행되었다.  내진시험을 수행한 결과, 시험 전후 및 시험 중에 

구조건전성과 기능이 유지되고, 인식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내진시험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 다. 또한 공진 탐색시험 결과로부터 광 1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들을 표 3.4.1과 같이 구할 수 있었다[7].

 표 3.4.1 광 1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Hz)

         Axis

 Test
X

 (side-to-side)
Y

(front-to-back)
Z

(vertical)

#1 5.979 - 5.548

#2 6.683 - 5.283

#3 6.532 - 5.344

#4 - 8.341 5.253

#5 - 8.271 5.242

평 균 6.40 8.3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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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로 RRS와 광 1발/고리 1발 RRS의 비교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제어실 옆 계측기기실에 설치되므로 원자로건물 3

층 에 해당되는 층응답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을 지진하중으로 사용하

다. 그림 3.4.3과 그림 3.4.4는 각각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의 수평 및 

수직 층응답스펙트럼이며, 그림 3.4.5와 그림 34.6은 SSE(Safe Shutdown 

Earthquake)의 수평 및 수직 층응답스펙트럼을 감쇠값(damping)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3 하나로의 OBE 수평방향 층응답스펙트럼(1,2,4% damping, EL85.55)

그림 3.4.4 하나로의 OBE 수직방향 층응답스펙트럼(1,2,4% damping, EL85.55)



149

그림 3.4.5 하나로의 SSE 수평방향 층응답스펙트럼(2,3,4,7% damping, EL85.55)

그림 3.4.6 하나로의 SSE 수직방향 층응답스펙트럼(2,3,4,7% damping, EL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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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리 1발에 설치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내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BE와 SSE에 대한 RRS(Required Response Spectra)와 TRS(Test Response 

Spectra)를 먼저 검토하 다. 그림 3.4.7에서 그림 3.4.14까지는 광 1발/고리 1발의 

OBE와 SSE에 대한 RRS와 TRS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RRS에서 적용한 층응답스

펙트럼은 OBE의 경우 광 1발 및 고리 1발에서 감쇠값을 2%로, SSE의 경우 

광 1발에서 감쇠값 5%, 고리 1발에서 감쇠값 4%를 적용한 것을 내진검증 시험보고

서[7]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로 캐비닛의 하부가 앵커볼트로 고정되어 있으나,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접고정인 경우에 적용되는 감쇠값을 사용하여 RRS를 선정하 다. 즉 

OBE의 경우 감쇠값을 2%로, SSE의 경우 감쇠값을 4%로 적용한 층응답스펙트럼

을 RRS로 사용하 다.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에 대하여 OBE, 2%와 

SSE, 4%에 대한 수평 및 수직 층응답스펙트럼을 보수적으로 읽어 광 1발 및 고

리 1발의 RRS, TRS와 함께 그림 3.4.7부터 그림 3.4.14에 점으로 표시하 다.

그림 3.4.7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longitudinal axis X for OBE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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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vertical axis Z for OBE test 1) 

그림 3.4.9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lateral axis Y for OBE test 6) 



152

그림 3.4.10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vertical axis Z for OBE test 6) 

그림 3.4.11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longitudinal axis X for SSE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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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vertical axis Z for SSE test 1) 

그림 3.4.13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lateral axis Y for SSE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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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TRS와 RRS

                  (vertical axis Z for SSE test 2) 

  그림 3.4.7부터 그림 3.4.10에서 OBE에 대한 RRS와 TRS를 분석해보면 하나로의 

수평 및 수직 RRS들은 모두 광/고리 1발의 RRS 또는 TRS 곡선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고리 1발의 OBE에 대한 내진시험 결과를 하나로에 적

용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3.4.11부터 그림 3.4.14에서 SSE 수직방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나로의 SSE 수직방향 RRS들이 광/고리 1발의 RRS 또는 TRS 곡선 아래에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SSE 수평방향의 경우 하나로 수평 RRS들이 대부분 

광/고리 1발의 RRS 또는 TRS 곡선 아래에 있으나 주파수 대역 5 Hz∼8 Hz 사

이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광 1발, 고리 1발 및 하나로에 설치된 지진감

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직접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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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 측정

  실제 설치되어 있는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에 대한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수행하 다.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은 임팩트해머

(impact hammer)로 가진하는 방법[13]으로 수행하 으며 사용된 장비 목록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에 사용된 장비

장비 장비명 장비 특성 및 측정 주파수 범위

 Accelerometer  B&K 4370 0 ∼ 4 kHz

 Pre-Amplifier  B&K 2635 0 ∼ 100 kHz

 Impact Hammer
 with Force
 Transducer

 B&K 8202
Rubber Tip
0 ∼ 500 Hz

 Data Recorder TEAC RD-200T
0 ∼ 2.5 kHz
 for 16 Channels

 Real Time 
 FFT Analyser

DI-2200 2 Channels
40 kHz

  임팩트해머로 캐비닛 상부를 가진하여 캐비닛 상부에 설치된 가속도계로부터 진

동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계측된 가속도계 진동신호를 주파수 역에서 임팩

트해머의 가진력(excitation force input)으로 나누어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즉 

주파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구할 수 있다. 광 1발의 캐비닛 

수평 2방향(front-to-back 및 side-to-side)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는 그림 3.4.15와 

그림 3.4.16에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응답함수로부터 제 1차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4.15로부터 수평 앞뒤방향(front-to-back)의 고유진동수는 32.75 Hz이며, 

그림 3.4.16으로부터 수평 측면방향(side-to-side)의 고유진동수는 11.0 Hz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측면방향의 고유진동수가 앞뒤방향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캐비닛 

구조상 측면방향의 굽힘강성(bending stiffness)이 앞뒤방향의 굽힘강성보다 작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수직방향은 전체 거동보다는 국부 거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

로 전체 거동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은 하기가 곤란하며, 수직방향은 고유진동수 

평가에서 제외하 다.

  광 1발의 경우 내진시험시 수행한 공진 탐색시험의 고유진동수(표 3.4.1)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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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방향이 8.31 Hz이며, 측면방향은 6.40 Hz이다. 이를 현장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앞뒤방향의 고유진동수는 약 3.94배(32.75/8.31 Hz), 측면방향의 

고유진동수는 약 1.72배(11.0/6.40 Hz)의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장 설치조

건이 내진시험 조건에 비해 캐비닛 내부구조와 용접부(경계조건)가 보강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15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앞뒤(front-to-back) 방향

              주파수응답함수

  

그림 3.4.16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측면(side-to-side) 방향

               주파수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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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 측정

  광 1발에서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완료한 후, 현장에 용접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수행하 다.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은 광 1발과 같이 임팩트해머로 가진하는 방법

으로 수행하 으며, 사용된 장비 목록(표 3.4.2)은 광 1발의 경우와 같다.

  수평 2방향(front-to-back, side-to-side)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를 분석하여 그림 

3.4.17과 그림 3.4.18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주파수응답함수로부터 제 1차 고유진동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4.17로부터 수평 앞뒤방향(front-to-back)의 고유진동수

는 36.0 Hz이며, 그림 3.4.18로부터 수평 측면방향(side-to-side)의 고유진동수는 

13.75 Hz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리 1발의 경우 내진시험시 수행한 공진 탐색시험(표 3.4.1)의 고유진동수는 앞

뒤방향이 8.31 Hz이며, 측면방향은 6.40 Hz이다. 이들을 현장 고유진동수 측정시험

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앞뒤방향의 고유진동수는 약 4.3배(36.0/8.31 Hz), 측면방향의 

고유진동수는 약 2.15배(13.75/6.40 Hz)의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 1발보

다 더 큰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리 1발의 경우 중량의 내부부품인 데

이터레코더(data recorder)를 제외하 으며, 센서 수도 광 1발보다 작아 캐비닛에 

포함되는 모듈이 줄어 질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17 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앞뒤(front-to-back) 방향

              주파수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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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측면(side-to-side) 방향

               주파수응답함수

마.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 측정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은 하단의 하부 철판을 8개의 앵커볼트로 고

정하기 때문에 광 1발과 고리 1발의 용접 고정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앵커볼트 

고정과 용접 고정방법의 현장 설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

시스템 캐비닛에 대한 고유진동수 시험을 수행하 다. 고유진동수 시험은 광 1발

과 같이 임팩트해머로 가진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으며 사용된 장비 목록(표 3.4.2)

은 광 1발과 동일하다.

  그림 3.4.19와 그림 3.4.20은 고유진동수 측정실험을 수행하여 구한 수평 2방향

(front-to-back, side-to-side)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주파

수응답함수로부터 제 1차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4.19로부터 수평 앞

뒤방향(front-to-back)의 고유진동수는 33.75 Hz이며, 그림 3.4.20으로부터 수평 측

면방향(side-to-side)의 고유진동수는 13.25 Hz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선된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광 1발의 캐비닛 구조와 동일한 내부부

품을 기반으로 가능한한 동일하게 개발되었으며, 경계조건이 용접 고정 대신에 앵

커볼트로 고정하는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캐비닛의 높이를 350 mm 줄여 2000 

mm로 설계하 다. 또한 광 1발보다 센서의 수가 적고, 고리 1발과 같이 데이터

레코더(data recorder)도 없기 때문에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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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 1발의 경우보다 하나로의 고유진동수가 약간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리 1발의 경우보다 고유진동수가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19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앞뒤(front-to-back)

               방향 주파수응답함수

그림 3.4.20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수평 측면(side-to-side)방향

              주파수응답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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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고유진동수(Hz) 측정 결과

             Axis

  Test

X
(side-to-side)

Y
(front-to-back)

캐비닛
고정방법

캐비닛 높이

광 1발 및 고리 1발 
공진 탐색시험

6.40 8.31 용접/볼트 2350mm

광 1발
고유진동수시험

11.00 32.75 용접 2350mm

고리 1발
고유진동수시험

13.75 36.00 용접 2350mm

하나로
고유진동수시험

13.25 33.75 앵커볼트 2000mm

바. 캐비닛의 내진 특성 평가 

  고유진동수 측정시험 결과는 위의 표 3.4.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로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에 대한 수평 두방향의 제 1차 고유진동수가 13.25 Hz 및 

33.75 Hz이다. 그림 3.4.11과 그림 3.4.13에서 광/고리 1발의 내진시험에 사용된 

SSE의 수평 RRS와 하나로 설계 FRS를 비교하면 5 Hz∼8 Hz 사이 주파수 대역에

서 하나로 FRS가 약간 더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 제 1차 고유진동수는 5 Hz ∼ 8 Hz 주파수 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진 응

답에는 큰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하 기 때문에 상업용은 아니지만 광/고리 1

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내진시험 결과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광/고리 1발 캐비닛의 내진시험에서는 캐비닛의 구조적 건전성과 시스템의 기능을 

시험전후 및 시험중에 확인하 으며, 내진검증이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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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부의 구조건전성 평가

  그림 3.4.21은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하단의 용접부를 나타내며, 캐

비닛 앞면과 뒷면 하단부의 하부 철판과 연결되는 위치에는 각각 용접 두께 10 

mm, 용접 길이 900 mm(600 mm + 양쪽 각 150 mm)에 걸쳐 연속 필렛(fillet) 용

접되어 있다. 또한 캐비닛 좌우 중간 4곳에 용접 두께 5 mm, 용접 길이 60 mm로 

필렛 용접이 되어 있다. 이들 용접부는 지진하중을 받아도 구조적으로 건전해야 한

다. 이들 용접부들은 광 1발 캐비닛보다 더 용접량을 늘려 보강되어 있다.

    

10

5

Y Z

X

그림 3.4.21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용접부 및 앵커볼트 상세도

가. 캐비닛의 무게중심

  캐비닛의 동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게중심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캐비닛(600×2000×800)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에 대한 형상(W×H×D)과 중

량 및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림 3.4.22에는 캐비닛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형상

(W×H×D)과 중량 및 위치들이 부품 번호와 함께 나타나 있다. 하부 철판 상부로부

터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작점의 위치까지는 80.6 mm가 된다. 부품의 높이는 기

본 단위로서 1U(= 44.45 mm)가 사용되며 그림 3.4.22에 부품별로 위치가 나타나 있

다.

  캐비닛의 무게중심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sub-rack이 없는 경우와 전면

에서 깊이가 200 mm 보다 작은 경우에는 캐비닛 전면 위치에 중량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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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 다. 또한 잡자재도 캐비닛 전면 위치에 중량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캐

비닛 하단 용접부에는 하부 철판을 제외한 캐비닛의 중량(W)이 작용하며 이는 총 

390 kg이 된다. 좌표계는 그림 3.4.21과 같이 캐비닛 중앙을 좌표 중심점으로 정하

고, 바닥에 X축과 Z축을 수평방향으로 Y축을 수직방향으로 정하 다. 

그림 3.4.22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구성 부품의 형상, 중량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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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게중심의 X좌표(Xc)

        Xc =  
∑W i Xi
W

 =(7×385+9.4×275+3×385+5×210+17.6×147.5+1×385

                           +6×275+8.6×260+31.8×140+291.6×0+9×385)/390

                           = 22269/390 = 57.1 mm

(2) 무게중심의 Y좌표(Yc)

        Yc =  
∑W i Y i
W

             = {7[80.6+(27+10/2)U]+9.4[80.6+(21+6/2)U]+3[80.6+(20+1/2)U]

                 + 5[80.6+(19+1/2)U]+17.6[80.6+(15+4/2)U]+1[80.6+(14+1/2)U]

                 + 6[80.6+(11+3/2)U]+8.6[80.6+(4+3/2)U]+31.8[80.6+(3/2)U]

                 + (291.6+9.0)×1000}/390

             = 913.7 mm

(3) 무게중심의 Z좌표(Zc)

        Z c =  0 

  따라서 부품에 대한 형상과 중량을 고려하여 캐비닛의 무게중심(Xc, Yc, Zc)을 아

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었다.

        Xc =  57.1  mm,   Yc =  913.7  mm,   Z c =  0  mm 

나. 지진 하중 산정 및 하중 조합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은 제어실 옆 계측기기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자

로건물 3층에 해당되는 층응답스펙트럼을 지진하중 산정에 사용하 다. 그림 3.4.3

부터 그림 3.4.6까지는 SSE와 OBE의 수평 및 수직 응답스펙트럼을 감쇠값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캐비닛은 하부 철판과 용접되며 최종적으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하부 철판을 바닥에 고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용접 구조물에 적용하는 기

준으로 Reg. Guide 1.61[14]에 따라 OBE는 2% 감쇠값을 적용하고 SSE는 4% 감쇠

값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한다. 또한 등가정적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층응

답스펙트럼의 최대값에 1.5배를 취하여 지진하중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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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ismic coefficient 

  OBE: 2% damping at the base of SMAS cabinet

        Horizontal: X = 3.4 × 1.5 = 5.1 

        Horizontal: Z = 3.4 × 1.5 = 5.1 

        Vertical: Y = 1.3 × 1.5 = 1.95

  SSE: 4% damping at the base of SMAS cabinet

        Horizontal: X = 3.1 × 1.5  = 4.65

        Horizontal: Z = 3.1 × 1.5  = 4.65

        Vertical: Y = 1.26 × 1.5 = 1.89

  위의 결과로부터 지진하중 OBE가 감쇠값의 향으로 지진하중 SSE보다 약간 더 

큼을 알 수 있다. 지진하중은 지진계수에 자중을 곱하여 구하고, 용접부가 받는 힘

과 모멘트를 아래의 (2)∼(4)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조건에 따라 자중

과 지진하중을 조합하면 아래의 (5)와 같다.

(2) Foundation loads due to dead load 

      Fx = 0 N,   Fy = 390×9.8 = 3822 N,   Fz = 0 N

      Mx = Fy × Zc + Fz × Yc = 0 Nm

      My = Fx × Zc + Fz × Xc = 0 Nm

      Mz = Fx × Yc + Fy × Xc = 3822 × 0.0571 = 218 Nm

(3) Foundation loads due to seismic load, OBE 

      Fx = 3822 × 5.1 = 19492 N

      Fy = 3822 × 1.95 = 7453 N

      Fz = 3822 × 5.1 = 19492 N

      Mx = Fy × Zc + Fz × Yc = 7453×0 + 19492×0.9137 = 17810 Nm

      My = Fx × Zc + Fz × Xc = 19492×0 + 19492×0.0571 =  1113 Nm

      Mz = Fx × Yc + Fy × Xc = 19492×0.9137 + 7453×0.0571 = 18235 Nm

(4) Foundation loads due to seismic load, SSE 

      Fx = 3822 × 4.65 = 17772 N

      Fy = 3822 × 1.89 = 7224 N

      Fz = 3822 × 4.65 = 17772 N

      Mx = Fy × Zc + Fz × Yc = 7224×0 + 17772×0.9137 = 162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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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 Fx × Zc + Fz × Xc = 17772×0 + 17772×0.0571 =  1015 Nm

      Mz = Fx × Yc + Fy × Xc = 17772×0.9137 + 7224×0.0571 = 16651 Nm

(5) Loading combination 

   ① SL-A: normal condition(DL)

      Fx = 0 N

      Fy = 3822 N

      Fz = 0 N

      Mx = 0 Nm

      My = 0 Nm

      Mz = 218 Nm

   ② SL-B: upset condition(DL + OBE)

      Fx = 0 + 19492 = 19492 N 

      Fy = 3822 + 7453 = 11275 N

      Fz = 0 + 19492 = 19492 N 

      Mx = 0 + 17810 = 17810 Nm

      My = 0 + 1113 = 1113 Nm

      Mz = 218 + 18235 = 18453 Nm

   ③ SL-C: faulted condition(DL + SSE)

      Fx = 0 + 17772 = 17772 N 

      Fy = 3822 + 7224 = 11046 N

      Fz = 0 + 17772 = 17772 N 

      Mx = 0 + 16238 = 16238 Nm

      My = 0 + 1015 = 1015 Nm

      Mz = 218 + 16651 = 1686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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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접부 단면의 성질

  용접부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접부 단면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 3.4.21을 참조하여 필렛 용접 단면부에 대한 유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및 단면 2차 극모멘트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1) 용접 길이

     Fillet 10 mm,  Ll = 2(620+150+150) = 1840 mm

     Fillet 5mm,  L2 = 4×60 =  240 mm

(2) 용접부 유효 면적

     A = 0.7(10 Ll + 5 L2) = 13720 mm
2 
= 0.01372 m

2

(3) 용접부 단면 2차 모멘트

     I Z = 2[
620×( 0.7×10)

3

12
+(620×0.7×10) (

770
2
+
0.7×10
2

) 2]

            + 4[
0.7×10×150

3

12
+(0.7×10×150) (

770
2
-
150
2
) 2]

            + 4[
0.7×5×60

3

12
+(0.7×5×60 ) (

156
2
) 2]

        = 1.727 ×10- 3  m
4

     IX = 2(
0.7×10×620

3

12
)+4[

150×( 0.7×10)
3

12
+(150×0.7×10) (300+

0.7×10
2

)
2

]

             + 4[
60×( 0.7×5)

3

12
+(60×0.7×5 ) (300+

0.7×5
2

) 2]

        = 7.414 ×10- 4  m
4

(4) 용접부 단면 2차 극모멘트

     J =  IX + I Z

        = 7.414 ×10- 4 + 1.727×10- 3

        = 2.4684×10- 3  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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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접부의 응력 산정 및 건전성 평가

  앞 절에서 산정한 단면의 성질로부터 용접부의 인장, 휨, 전단 및 비틀림 응력을 

계산하고 응력을 조합한 후, 이를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한다. 앞

에서 산정한 지진하중과 운전조건에 따른 하중조합 결과로부터 SL-B upset 

condition의 하중이 감쇠값의 향으로 SL-C보다 더 큰 값을 주고 있으므로 SL-B

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L-B의 3방향 힘과 3방향 모멘트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캐비닛 하단 용접부의 인장, 휨, 전단 및 비틀림 응력을 구한다.

(1) 인장 응력

     σT =  
FY
A
 =  

11275
0.01372

 =  0.82  MPa

(2) 휨 응력

     σ bx =  
MX z

IX
 =  

17810×0.31

7.414×10
- 4  =  7.5  MPa

     σ bz =  
MZ x

I Z
 =  

18453×0.395

1.727×10- 3
 =  4.2  MPa

(3) 전단 응력

     τX =  
FX
A
 =  

19492
0.01372

 =  1.42  MPa

     τ Z =  
FZ
A
 =  

19492
0.01372

 =  1.42  MPa

(4)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

     τ tx =  
MY CX
J

 =  
1113×0.31

2.4684×10
- 3  =  0.14  MPa

     τ tz =  
MY CZ
J

 =  
1113×0.395

2.4684×10- 3
 =  0.18  MPa

(5) Resultant stress on welds

     σR =  (σT+σ bx+σ bz)
2+(τX+τ tx)

2+(τ Z+τ tz)
2  

         = (0.82+7.5+4.2) 2+ (1.42+0.14) 2+ (1.42+0.18) 2  

         =  12.7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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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용 응력(용접부 항복응력 57 ksi, 인장응력 70 ksi)

     σ a =  1.33×0.4×σ y   for OBE 

         =  1.33 × 0.4 × 57 ksi ×6.895 MPa/ksi

         =  209 MPa

  위의 결과로부터 최종 조합응력인 12.7 MPa은 SL-B에 대한 허용응력(209 MPa)

보다 훨씬 작으므로 캐비닛의 용접부는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4.21에서 보여준 용접부는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므로, 용접부의 

설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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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커볼트의 구조건전성 평가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설치 위치(원자로건물 3층 계측기기실)에

는 철판이 건설 당시에 매입되지 않았으므로 캐비닛을 용접으로 고정할 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그림 3.4.2에서 보여주는 캐비닛의 하부 철판을 8개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고정한다. 앞 절에서는 캐비닛과 하부 철판을 연결하는 용접

부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으며, 본 절에서는 하부 철판(두께 22 mm)을 

고정하는 앵커볼트(HILTI사, HSL M16/25, ISO 8.8 grade steel)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앵커볼트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앵커볼트에 미치는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들 산정된 하중들로부터 앵커볼트 및 앵커볼트가 묻히는 콘크

리트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 구조건전성을 평가하 다.

가. 앵커볼트에 미치는 하중

  캐비닛의 설치 위치에는 매입된 철판이 없으므로 캐비닛의 하부 철판을 앵커볼트

로 고정하게 된다. 하부 철판은 기초 콘크리트에 놓이게 되므로 하부 철판을 포함

한 무게 중심은 2.가 절에서 산정한 무게 중심을 보수적으로 사용한다. 

        Xc =  57.1  mm,   Yc =  913.7  mm,   Z c =  0  mm

  하부 철판의 자중은 108 kg이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캐비닛의 자중(390 kg+108 

kg)은 498 kg이 된다. 자중에 지진계수를 곱하여 지진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가 받

는 힘과 모멘트를 산정할 수 있다. 앞 절의 결과에 따르면 운전조건 SL-B의 하중 

조합이 최대값을 보여주었으므로 SL-B에 대한 하중을 사용하여 앵커볼트의 구조건

전성을 평가한다.

(1) Foundation loads due to dead load 

      Fx = 0 N,   Fy = 498×9.8 = 4880 N,   Fz = 0 N

      Mx = Fy × Zc + Fz × Yc = 0 Nm

      My = Fx × Zc + Fz × Xc = 0 Nm

      Mz = Fx × Yc + Fy × Xc = 4880×0.0571 = 279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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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undation loads due to seismic load, OBE 

      Fx = 4880 × 5.1 = 24888 N

      Fy = 4880 × 1.95 =  9516 N

      Fz = 4880 × 5.1 = 24888 N

      Mx = Fy × Zc + Fz × Yc =  9516×0 + 24888×0.9137 = 22740 Nm

      My = Fx × Zc + Fz × Xc = 24888×0 + 24888×0.0571 =  1421 Nm

      Mz = Fx × Yc + Fy × Xc = 24888×0.9137 + 9516×0.0571 = 23284 Nm

(3) Loading combination 

  ① SL-A: normal condition(DL)

      Fx = 0 N

      Fy = 4880 N

      Fz = 0 N

      Mx = 0 Nm

      My = 0 Nm

      Mz = 279 Nm

  ② SL-B: upset condition(DL + OBE)

      Fx = 0 + 24888 = 24888 N 

      Fy = 4880 + 9516 = 14396 N

      Fz = 0 + 24888 = 24888 N 

      Mx = 0 + 22740 = 22740 Nm

      My = 0 + 1421 = 1421 Nm

      Mz = 279 + 23284 = 23563 Nm

나. 앵커볼트 허용 안전하중

  하나로 캐비닛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앵커볼트는 HILTI사 HSL M16/25, 

ISO 8.8 grade steel로서 그림 3.4.23에서 볼 수 있듯이 8개가 설치된다[15]. 앵커 길

이는 148 mm, 구멍깊이는 125 mm이다. 한 개의 앵커볼트가 받을 수 있는 허용 안

전하중은 HILTI사에서 추천하는 저항(F30)으로 허용 인발력이 25.7 kN이며, 허용 

전단력은 42.6 k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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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콘크리트의 강도의 향, 앵커볼트 삽입 깊이, 앵커간 간격 및 콘크리트 

모서리 길이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허용값이 달라진다. 참고문헌 [15]를 참고

로 하여 실제 허용값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앵커볼트가 받는 하중과 비교하여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10

5

Y Z

X

그림 3.4.23 기초 콘크리트 위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설치도

(1) 콘크리트의 향을 고려한 추천 저항

    Frec =  F 30 f B f T fA f R  

(2) 콘크리트의 강도의 향

    f B =  1 + 0.02(1-
α
90
)( f cc,act-30)   (  20 < f cc,act≤55 N/mm

2)   

  일반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280 kg/cm
2
(27.4 N/mm

2
)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계산

하면 인장인 경우는 0.9488 이고 전단인 경우는 1.0 이 된다.

(3) 삽입 깊이의 향

    f T =  
h act
h nom

 =  
110
105

 =  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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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앵커간의 간격에 대한 향

  그림 3.4.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앵커간의 간격은 X 방향이 420 mm, Z 방향

이 335 mm로서 참고문헌 [15]를 참조하면 M16에 해당되는 f A값은 1.0이 된다.

(5) 모서리 거리에 대한 향

  그림 3.4.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앵커볼트로부터 기초 콘크리트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전면이 180 mm, 우측이 155 mm, 후면이 170 mm이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최소값인 155 mm를 적용한다. 따라서 앵커볼트 M16의 경우 155 mm에 해

당되는 f R값은 인장의 경우 0.79이고, 전단의 경우는 0.52이다.

(6) 콘크리트의 향을 고려한 추천 저항 산정

  앞에서 산정한 계수들의 값들로부터 허용 인장력 및 전단력을 아래와 같이 산정

할 수 있다. 운전조건 SL-B에서 최대 하중을 보여주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응

력한계지수 1.33을 곱하지 않고 아래의 허용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① 허용 인장력, Fat =  F 30 f B f T fA f R  

                       = 25.7 × 0.9488 × 1.0476 × 1.0 × 0.79

                       = 20.2 kN

   ② 허용 전단력, Fas =  F 30 f B f T fA f R  

                       = 42.6 × 1.0 × 1.0476 × 1.0 × 0.52

                       = 23.2 kN

      

다. 앵커볼트의 하중 산정

  앵커볼트의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운전조건 SL-B에 대한 하중은 아

래와 같다. 이들 힘과 모멘트는 캐비닛이 지진하중을 받을 때 발생되는 힘과 모멘

트이며 앵커볼트가 이를 견뎌내야 한다. 

      Fx = 24888 N,    Fy = 14396 N,    Fz = 24888 N 

      Mx = 22740 Nm,  My = 1421 Nm,  Mz = 2356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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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커볼트 인장력( FT)

  앵커볼트의 인장력과 관련된 힘과 모멘트는 Fy, Mx, Mz이다. 한 개의 앵커볼트

가 받을 수 있는 힘(Fy)은 볼트의 개수로 나누면 되지만, 모멘트(Mx, Mz)는 반력

으로 환산하여 인장력을 구해야 한다. 최종 인장력을 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Fy: FT =  
Fy
8  = 1800 N

   ② Mx: FT =  
Mx

3×0.67+2×0.335  = 8485 N

   ③ Mz: FT =  
Mz

2×0.84+3×0.42  = 8015 N

  위의 3 방향 힘과 모멘트의 인장력을 조합하면 최종 인장력은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FT =  1800 + 8485
2
+8015

2  = 13.5 kN   < Fat  = 20.2 kN

(2) 앵커볼트 전단력( FS)

  앵커볼트의 전단력과 관련된 힘과 모멘트는 Fx, Fz, My이다. 한 개의 앵커볼트가 

받을 수 있는 힘은 볼트의 갯수로 나누면 되지만, 모멘트(My)는 우력으로 환산하여 

전단력을 구해야 한다. 최종 전단력을 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Fx: FS =  
Fx
8  = 3111 N

   ② Fz: FS =  
Fz
8  = 3111 N

   ③ My: FS =  
My
7×0.67  = 303 N

  위의 3 방향 힘과 모멘트의 전단력을 조합하면 최종 전단력은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FS =  303 + 3111 2+ 3111 2  = 4.7 kN   < Fas  = 23.2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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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앵커볼트의 구조건전성 평가

  앞 절에서 한 개의 앵커볼트의 허용값을 산정하고 최종 인장력과 전단력을 구하

다. 앵커볼트 한 개의 최종 인장력은 13.5 kN이며, 이는 허용 인장력, 20.2 kN보

다 작았으며, 최종 전단력도 4.7 kN으로 허용 전단력 23.2 kN보다 작으므로, 캐비닛

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캐비닛을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앵커볼트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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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 절차

  새로 개발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실제로 운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진감시계

통에 대한 운전 및 점검 절차서를 전면 개정하 다. 새로 개정된 지진감시 분석시

스템의 운전 및 교정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전

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초기 기동

(1) 지진감시 계통을 초기에 기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 기동한다.

(2) 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무정전 전원장치(UPS), 전원공급 모듈(PSM 

#1, PSM #2,  PSM #3, PSM #4)의 전원 스위치가 off 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3) 입력 전원의 전압이 110V AC인지 확인한 후, 전원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

한다.

(4)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cabinet) 후면에 위치한 전원 차단기를 on 위치로 

한다.

(5) UPS의 전원 스위치를 on 위치로 한다.

(6) UPS의 출력 전압이 110V인지 확인한다.

(7) 전원공급 모듈(PSM #1, PSM #2, PSM #3, PSM #4)의 전원스위치를 on 위치

로 한다.

(8) 캐비닛 전면에 위치한 전원표시 모듈(PWM)의 표시값이 아래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지시값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전원공급 모듈의 전면에서 전압을 조

절한다.

    +5V(± 0.25V),  +24V(± 1.2V),  +12V(± 0.6V),  -12V(± 0.6V)

(9)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분석 컴퓨터(IPC)를 작동시킨다.

(10) 지진감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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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감시 계통의 정상상태 점검

(1) 지진감시 계통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운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점검한다. 

(2)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에서 다음 경보등이 꺼져 있음을 확인한다.

① 지진 발생(OBE) 경보 지시등(WN-033)

② 지진 경보 지시등(WN-034)

(3)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614-J-P024)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경보 판넬의 “System Fail”, “Event”, “CAV”, “OBE”, “Trigger(YS-001)”, 

“Switch (YS-002)” 경보 램프들이 꺼져있음을 확인한다.

② ±12V 전원공급 모듈(PSM #1과 #2)의 +12V, -12V 램프의 켜짐(on) 상태를 

확인하고, 5V, 24V 전원공급 모듈(PSM #3과 #4)의 5V, 24V 램프의 켜짐

(on) 상태를 확인한다.

③ 냉각 팬(fan)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④ 전압공급 모듈의 공급 전압을 확인한다. 24V의 경우 24±1.2V 범위에 있는

지, 5V의 경우 5±0.25V 범위에 있는지, 12V의 경우 12±0.6V 범위에 있는지, 

-12V의 경우 -12±0.6V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무정전 전원장치의 정상 운전을 나타내는 녹색 램프의 켜짐(on) 상태를 확인

한다.

(4) 다음 모듈들의 LED 램프 상태를 확인한다.

① MCM: FL 적색 램프의 깜박임

RUN 및 SCN 녹색 램프의 켜짐(on)

LAN 녹색 램프의 깜박임

② FMM: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CCESS 녹색 램프의 깜박임

③ DIM: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CCESS 녹색 램프의 깜박임

④ DOM: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CCESS 녹색 램프의 깜박임

0번 적색 램프의 켜짐(on)

16번 적색 램프의 켜짐(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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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OM :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CCESS 녹색 램프의 깜박임

⑥ DAM 1(YE-001):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D 녹색 램프의 켜짐(on)

⑦ DAM 2(YE-002):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D 녹색 램프의 켜짐(on)

⑧ DAM 3(YE-003): RUN 녹색 램프의 켜짐(on)

AD 녹색 램프의 켜짐(on)

(5) 분석 컴퓨터와 MCM과의 연결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분석 컴퓨터의 화면 

좌측 하단의 "MCM‘"이 녹색이면 정상, 적색이면 비정상이다.

(6) 지진감시 프로그램 초기화면 우측에 표시되는 가속도 값(YE-001∼YE-003)이 

매 초마다 갱신되는지를 확인한다.

(7) (1)부터 (6)과정에서 비정상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통 담당자에게 알려,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을 정상화한다.

다. 지진감시 계통의 경보기능 시험

  지진트리거(YS-001) 또는 지진스위치(YS-002)의 경보기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1) 지진트리거 기능시험

① 지진감시 분석 컴퓨터와 MCM과의 연결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② TTM의 "Test" 버튼을 눌러 경보 판넬의 지진트리거(YS-001) 경보가 발생

되고 보조계통 제어반의 경보기(WN-034)가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경보 판

넬(buzzer reset) 및 보조계통 제어반(ACK)에서 경보음을 소거시킨다.

③ 1분 뒤에 지진감시 분석 컴퓨터에 분석화면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 화면

을 닫는다.

④ DOM의 채널 0, 4, 6, 15, 16, 20, 22, 31번 LED가 점등되며, 10초후 채널 6, 

22번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⑤ 분석컴퓨터 모니터의 초기화면에서 시스템진단-경보창상태-TRIGGER 

(YS-001)를 선택하여 리셋(reset)한 후 모듈의 모든 LED가 초기상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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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2) 지진스위치 기능시험

① 지진감시 분석 컴퓨터와 MCM과의 연결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② STM의 "Test" 버튼을 눌러 경보 판넬의 지진스위치(YS-002) 경보가 발생

되고 보조계통 제어반의 경보기(WN-033)가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경보 판

넬(buzzer reset) 및 보조계통 제어반(ACK)에서 경보음을 소거시킨다.

③ DOM의 채널 0, 7, 15, 16, 23, 31번 LED가 점등되며, 10초후 채널 15, 31번

이 소등되는지 확인한다.

④ 지진감시 분석 컴퓨터 모니터의 초기화면에서 시스템진단-지진스위치상태- 

(YS-002)를 선택하여 리셋(reset)한 후 모든 LED가 초기상태와 같은지 확인

한다.

라. 지진감시 계통의 운전

(1) 삼축 가속도계에서 취득한 가속도신호 확인 방법

① 하나로 현장에 설치된 3개의 삼축 가속도계로부터 입력되는 가속도(L, V 및 

T 방향)의 현재값은 지진감시 프로그램 초기화면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현재 가속도값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최대값은 해당채널에서 계측된 데이

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표시한다. 

(2) 지진트리거(YS-001) 작동 여부 확인 방법

① OBE의 1/10 크기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의 지

진경보 지시등(WN-034)이 점등되며, 경보가 발생한다. 또한 지진감시 분석시

스템 캐비닛 상단부에 위치한 경보 판넬(ANN)의 “Trigger(YS-001)” 경보등

이 점등되며 부저가 울리게 된다. 따라서 지진트리거 설정치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의 지진경

보 지시등(WN-034)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 경보 판넬(ANN)의 

“Trigger(YS-001)” 경보등의 점등여부를 확인한다.

(3) 지진스위치(YS-002) 작동 여부 확인 방법

① OBE 크기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의 지진발생 

지시등(WN-033)이 점등되며, 경보가 발생한다. 또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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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닛 상단부에 위치한 경보 판넬(ANN)의 “Switch(YS-002)” 경보등이 점등

되며 부저가 울리게 된다. 따라서 OBE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의 지진발생 지시등(WN-033)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경보 판넬(ANN)의 “Switch(YS-002)” 경보등의 점등여

부를 확인한다.

마. 지진 발생시 지진감시 계통의 운전

  하나로에 지진 발생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어실 보조계통 제어반의 경보기에 "지진경보(WN-34)"가 발생하면 지진감시

계통에서 지진응답신호를 확인하고, 운전기준지진(OBE) 이하의 값이면 원자로 

및 안전관련계통의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안전변수들이 비정상상태이면 원

자로 또는 안전관련계통의 운전을 비상운전절차에 따라 정지시킨다.

(2) 보조계통 제어반의 경보기에 "지진발생(WN-33)" 경보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즉

시 정지시킨다.

(3) 지진경보(WN-34) 또는 지진발생(WN-33)에 의해 원자로 및 안전관련 계통이 

정지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해 다음의 조치사항을 취한다.

① 삼축 가속도계로부터 취득한 최대 가속도값을 확인하고, 이 값들이 설계 최

대 가속도를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지진감시 분석시

스템의 자료취득 모듈(DAM)이 취득한 신호를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시간이

력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각 채널의 가속도 최대값을 확인한다. 이때 지진

분석 프로그램의 보기메뉴의 “Info Box”를 선택하면 화면하단에 “Info Box”

가 나타나며, Info Box에서 활성화된 채널에 해당하는 가속도 최대값을 확

인할 수 있다.

② 응답스펙트럼 기록이 설계 응답스펙트럼 값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 이를 위하여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자료취득 모듈(DAM)이 취득한 신

호를 지진분석 프로그램의 시간이력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지진분석 프로

그램 화면 상단의 “응답스펙트럼” 버튼을 눌러 응답스펙트럼 알고리즘을 수

행한 후, 주파수응답 화면에서 이를 설계 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초과 여

부를 확인한다.

③ 구조물, 계통 및 부품에 대한 정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④ 하나로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진에 대한 정보, 즉 지진의 

크기, 기록 및 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타기관(기상청)으로부터 입수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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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 지진 발생으로 작동된 기기들은 24시간 이내에 운전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

고, 지진 발생후 5일 이내에 채널교정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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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감시 계통의 점검 및 채널 교정

가. 지진감시 계통의 정주기 점검

  지진감시 계통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점검에 의해 그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1) 월간 정기 점검(HANTAP-05-OD-ROP-SI-02)을 통해 1개월마다 지진감시 계

통의 채널 점검을 수행하며, 전원공급장치와 모듈들을 점검하고 경보기능 시험

을 수행한다.

(2) 6개월마다 지진감시 계측기 채널 기능시험(HANTAP-05-OD-ROP-SI-19)을 

수행하여 지진트리거, 지진스위치, 삼축 가속도계의 기능과 각 모듈들의 건전

성을 확인한다.

(3) 18개월마다 지진감시 계측기 채널 교정(HANTAP-05-OD-ROP-SI-35)을 수행

하여 지진트리거, 지진스위치, 삼축 가속도계와 자료취득 모듈(DAM)을 교정한

다.

(4) 하나로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 발생후 5일 이내에 지진감시 계측기 

채널 교정(HANTAP-05-OD-ROP-SI-35)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자료취득 모듈의 교정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DAM 보드의 offset 및 gain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

기서는 3개의 DAM 보드(YE-001∼YE-003) 중 YE-001의 경우에 대한 교정절차를 

설명하며, YE-002, YE-003 보드의 경우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교정할 수 있다.

(1) Offset 조정

  DAM 보드의 offset 조정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센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

서 진행한다. VME 랙(rack)의 DAM 보드 3개 중 YE-001은 남겨두고 YE-002, 

YE-003을 랙(rack)에서 제거한 후 MCM(XV016A)의 "리셋(reset)" 버튼을 누른다.

① 지진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② 초기 화면에서 “시스템정보”의 “DAM 파라미터” 화면으로 들어간다.

③ 전체채널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누른다.

④ "Filter Mode"를 off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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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 변경과 최신정보 버튼을 누르고 필터 모드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초기화면으로 돌아가 “데이터로그” 화면으로 들어간다.

⑦ 배경채널을 선택한다.

⑧ 채널선택에서 YE-001-L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YE-001-L의  

offset이 그려진다.

⑨ Offset이 0에 근접하지 않으면 DAM의 보드의 offset을 수정한다. DAM 보드

를 보면 파란색으로 8개 가변저항이 2열로 배열되어 있다. 이중에서 VR 6, 

VR 7, VR 8, VR 9가 offset을 조정하는 저항이다. 가변저항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offset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offset이 감소한다.

㉮ VR 6: L 채널

㉯ VR 7: V 채널

㉰ VR 8: T 채널

㉱ VR 9: spare

⑩ 가변저항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배경채널을 선택하여 확인한다.

⑪ 이 작업을 반복하여 offset을 교정하고 다른 채널(V, T)도 같은 방법으로 교

정한다.

(2) Gain 조정 

  Gain을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전체 채널 조정과 채널별 조정이 있

다. 우선 전체 채널 조정으로 L 채널의 gain을 조정하고 채널별 조정을 수행하여 

V, T 채널을 조정한다.

  

① 전체 채널 gain 조정

㉮ 전체 채널 gain 조정 스위치는 DAM 보드 전면판에 위치한다. VME 랙

(rack)의 DAM 보드 3개 중 YE-001은 남겨두고 YE-002, YE-003을 랙

(rack)에서 제거한 후 MCM(XV016A)의 리셋(reset) 버튼을 누른다.

㉯ 지진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초기 화면에서 “시스템정보”의 “DAM 파라미터” 화면으로 들어간다.

㉱ 전체채널을 선택하고 수정버튼을 누른다.

㉲ “Filter Mode”를 off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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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변경과 최신 정보 버튼을 누르고 "Filter Mode"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한다.

㉴ FTM YE-001의 전면에서 L 채널에 2V DC를 인가한다.

㉵ 초기화면으로 돌아가 “데이터로그” 화면으로 들어간다.

㉶ 배경채널을 선택한다.

㉷ 채널선택에서 YE-001-L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현재 YE-001-L로 입력되는 신호값이 그려진다.

㉹ 신호값이 2V DC에 근접하지 않으면 DAM의 보드 전면에 있는 gain을 조

정한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gain은 감소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gain은 증가한다.

㉺ 가변저항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gain을 조정하고, 다시 배경채널을 선

택하여 정확하게 gain 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L 채널이 교정되면 다른 채널(V, T 채널)은 채널별 조정으로 교정한다.

② 채널별 gain 조정

  전체 채널 조정으로 L 채널을 교정하고 V, T 채널은 채널별 조정으로 조정한

다. 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전체 채널 조정 방법과 같이 V 채널에 DC 2V를 인가하여 gain을 확

인한다. DAM 보드를 보면 파란색으로 8개 가변저항이 2열로 배열되어 있

다. 이중에서 VR 2, VR 3, VR 4, VR 5가 채널 별 gain을 조정하는 저항

이다. 이때 가변저항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gain이 감소하고 반시계 방향

으로 돌리면 gain이 증가한다.

ⓐ VR 2 : L 채널

ⓑ VR 3 : V 채널

ⓒ VR 4 : T 채널

ⓓ VR 5 : spare

㉯ 초기화면으로 돌아가 “데이터로그” 화면으로 들어간다.

㉰ 배경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선택에서 YE-001-V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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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현재 YE-001-V로 입력되는 신호값이 그려진다.

㉱ 신호값이 2V DC에 근접하지 않으면 해당 가변저항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

리고 다시 배경채널을 선택하여 확인한다.

㉲ 이 작업을 반복하여 V 채널을 교정하고, T 채널도 같은 방법으로 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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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설계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념 설계를 수행하 으며, 지진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 기술규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 다[16].

1. 설계등급 및 설계요건

가. 설계등급 분류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은 원자로 냉각계통이나 원자로 정지에 전혀 향을 주지 

않는 계통이다. 또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품질등급 “T”급으로 제작 설치되어 있

으므로 설계등급상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16].

(1) 안전등급: NNS(Non-Nuclear Safety)

(2) 품질등급(Quality Class): T급

나. 관련규격 및 기준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하여 적용한 관련 규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 CFR 100 APP.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2) Reg Guide 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 

(Rev. 2, 지진계측)

(3) Reg Guide 1.27: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내진등급 분류)

(4) Reg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설계입력지진) 

(5) Reg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내진해석시의 감쇠값) 

(6) Reg Guide 1.92: Combining Model Response and Spatial Components in 

Seismic Response Analysis (내진해석시의 응답조합) 

(7) Reg Guide 1.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 (내진 검증)

(8) Reg Guide 1.122: Development of Floor Design Response Spectr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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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Design of Supported Equipment or Components 

[층응답스펙트럼(FRS) 작성]

(9) Reg Guide 1.165: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eismic Sources 

and Determination of Safe Shutdown Earthquake 

Ground Motion (설계지진입력 결정방법)

(10) Reg Guide 1.166: Pre-Earthquake Planning and Immediate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Post Earthquake Action

(11) Reg Guide 1.167: Restart of a Nuclear Power Plant Shutdown by a 

Seismic Event (지진에 의한 발전소 정지 후 운전 재개를 

위한 점검 및 시험)

(12) ANSI/ANS2.2-78: Earthquake Instrumentatio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지진계측 설비)

(13) ANSI/ANS 2.10: Guideline for Retrieval, Review, Processing and 

Evaluation of Records Obtained from Seismic 

Instrumentation (지진계측 설비에 의한 지진기록분석)

(14) 하나로운  품질보증절차서, Rev. 11, 품질보증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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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규격

가. 설계기준

(1) 개발되는 지진평가시스템은 본 절에 기술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규격

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지진평가시스템은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조작이 편리하도록 제작되고, 설치되어

야 한다.

(3)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되는 H/W 및 S/W는 규격화되고 상용화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제작기준

(1) 지진평가시스템 구성에 요구되는  H/W 및 S/W는 규정된 시험규격에 합격한 

정품 또는 신뢰도가 입증된 동등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지진 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신속히 분석 

평가함으로써, 안전하게 원자로를 계속 가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진평가시스템은 발생 지진에 대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재가동을 위한 인허가 문서에 활용가능 하여야 

한다.

(4) 지진평가시스템의 모든 처리 과정은 윈도우화 되어야 한다.

(5) 최소한의 작업지시로 분석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한다.

다.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구성

(1) 지진평가시스템은 발생 지진에 대한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및 층응

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

램을 주요 솔버(solver)로 하며,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

는 종합 관리용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그림 3.6.1 참

조).

(2) 지진 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윈도우 체제하에서 해석에 필요

한 프로그램들이 모듈 형태로 독립적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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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지진평가 시스템

원자로건물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층응답 스펙트럼
계산용 프로그램

주요 기기 
정밀 내진해석용 

프로그램...

주요 기기 
정밀 내진해석용 

프로그램1

주요 기기 
정밀 내진해석용 

프로그램1

스펙트럼 비교분석
프로그램

그림 3.6.1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프로그램 모듈 구성도

라.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 체계

(1)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설치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지진이 감지되어 기록되

면, 기록된 지진은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어 하나로 안전성 관련 구조물

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지진평가시스템은 가속도 형태의 지진파를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로 응답시간이력을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물의 주요 위치에서 얻은 응답시간이력은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거쳐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4) 지진평가시스템은 변환된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지진평가시스템은 비교분석 결과를 화면 및 파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6) 원하는 지진자료에 대하여 연속적 또는 선택적으로 지진 안전성 평가(그림 

3.6.2 참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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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 흐름도

계측 지진파 분석

원자로건물 내진해석

동적해석을 위한 지진자료 구축

층응답스펙트럼 프로그램 개발

설계자료와 비교 분석

분석결과 출력

응답시간이력/최대값 도출

주요 기기
정밀 내진 안정성 평가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개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안전관련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요건과
내진해석/시험 결과 분석 및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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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 기술규격

가. 일반사항

(1)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시험과 기준 지진파를 이용한 구조해석 및 지진파 처리,

층응답스펙트럼 작성 및 평가 작업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성되어야 한다.

(2) 지진감시 분석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사용자 화면에서 입력

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 운용 파라미터의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4) 신호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진평가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컴퓨터 규격

(1) 기능

① 컴퓨터를 지진평가시스템의 MMI(Man Machine Interface)용으로 사용하며, 

키보드(keyboard)를 통하여 사용자가 본 지진평가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한다.

② LAN port를 통해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

야 한다.

③ 입력신호에 대한 다양한 처리기능으로 지진 발생후 지진신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지진파 신호 데이터 처리

㉮ 현장신호를  chart, continuous x-y plot 등, 여러 가지 화면출력 방법으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일반화된 데이터베이스 포맷(DBF, ASCII, binary, 

txt 등)을 사용토록 하여, 지진신호 및 분석 데이터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

해야 한다.

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시스템 운용 파라미터의 수정

ⓐ 동적 구조해석 및 층응답스펙트럼 해석의 운용 파라미터 변경

ⓑ 지진평가에 필요한 운용 파라미터 변경

㉯ 시스템 운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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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채널 운용 파라미터 검색 및 표시

ⓑ 임의의 채널 신호데이터 획득

ⓒ 메모리에 저장된 지진 정보 

㉰ 시스템 진단 기능 제공

ⓐ 평가시스템 구성의 건전성 시험 및 표시

㉱ 지진평가 정보에 대한 데이터 변환

ⓐ 지진평가 정보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

⑥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 데이터(지진파 신

호 등)를 저장, 가공,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최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시스템 운용정보 및 신호 분석정보는 화면, 디스켓, CD, 프린터로 출력 가능

해야 하며, 구저장을 위한 백업장치로 쉽게 데이터가 입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⑧ 지진파 신호 분석 및 평가가 최적의 시스템 환경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의 성능은 최상으로 구성한다.

⑨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time/frequency domain에

서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지진 안전성 평가 대상인 원자로 건물과 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각종 설계 자

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⑪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구조물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지진발생후 분석한 

응답스펙트럼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규격

① Computer (Pentium 4-M 2.2GHz 이상)

㉮ Main memory: 512Mbyte 이상

㉯ Cache memory: 512Kbyte 이상

㉰ HDD: 40 Gbyte 이상

㉱ TFT-LCD 모니터: 15" 평면 모니터(1024×768 resoluti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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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card: 64bit용 

㉳ Video  memory:  32Mbyte 이상

㉴ 8/8/8/24x CD-RW (write가능)

㉵ FDD: 3.5" 사용 가능

㉶ LAN: 100Mbps(유선랜), IEEE802.11b(무선랜 지원)

㉷ Keyboard: 한  87키 이상

㉸ OS: Windows 2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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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기술규격

가.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1) 모든 S/W는 기능 단위로 모듈화 되어야 한다.

(2) 각각의 S/W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의 흐름이 구조적이고 투명하

게 파악될 수 있도록 모듈화 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

(3) 구성되는 S/W는 사용자에 의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전체적인 동작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추가적인 응용 모듈의 추가가 용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응용 모듈의 수

정이 필요해서는 안된다.

(5) 명료한 논리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은 최소화한다.

(6) 각각의 소프트웨어 모듈에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오류(fault) 발

생시 검출, 조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모든 일자는 년, 월, 일, 시간, 분, 초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프로그램

(1)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조해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6].

(2)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은 이상화된 모델로서 구조해석에서 해석 가능한 

요소를 사용하여 이상화되어야 한다.

(3) 5개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나로 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주요기기에 대하여 구

조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 가능한 수학적 모델이 작성되어야 한다.

(4) 작성된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이 작

성되어야 한다[16].

(5) 작성된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원자로 건물 및 주요 기기들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최초 하나로 설계 당시의 해석 결과

와 비교하여 적정한 오차 범위내에 속하는 구조해석 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작성된 구조해석 모델의 동적 구조해석은 안전성과 정확성이 검증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16].

(7)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에 의해 시작되고 종

료되며,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없다.

(8) 구조해석의 모든 기능은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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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의 주 화면으로만 구성된다.

(9)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처리결과는 아스키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며, 이 파일은 

지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10)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보정 또는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FORTRAN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다.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

(1)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기록된 지진파를 읽

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진파의 처리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주는 방법을 

채택한다.

(3) 가속도 단위를 갖는 실수 형태의 파일로 변환된 지진신호에 대한 응답스펙트

럼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숫자 및 그림 형태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지진파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계산은 검증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6].

(5)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은 구조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응답시간이력을 입

력으로 받아들여 층응답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6) 층응답스펙트럼 해석방법은 검증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6].

(7) 해석에서 얻어진 층응답스펙트럼은 내진해석기준 U.S. RG1.122에 따라 스펙트

럼에 대한 broadening을 수행해야 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9)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은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에 의해 시

작되고 종료되며, 독립적으로 운 될 수 없다.

(10)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은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

램)에 의해 통제되며, 오직 하나의 주 화면으로만 구성된다.

(11)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처리결과는 아스키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며, 

이 파일은 지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12)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보정 또는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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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3)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은 FORTRAN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라.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

(1) 운 프로그램은 Windows 2000 이상의 환경에서 동작하며, 편리한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GUI)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16].

(2) 시스템의 운  파라미터 관리, 시스템 운 환경 설정, 해석 결과의 다양한 화

면출력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구조해석 및 지진 안전성 평가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자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탑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

스 포맷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은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를 즉시 화면 또는 파일 형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 지진평가 프로그램은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모

든 기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평가 대상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층응답스펙트럼을 그래프와 수치로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사용자 화면은 풀다운 메뉴와 스피드 버튼을 사용한다. 

(8) 모든 기능은 주 화면과 부 화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9) 주 화면에는 주 메뉴(main menu)가 표시되어야 한다.

(10) 주 화면과 부 화면은 스피드 버튼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11) 부 화면은 탭(tab)으로 구성하며 탭 상단에 각각의 탭에 대한 기능별 스피드 

버튼이 있어야 한다.

(12) 운 자가 시스템을 쉽게 접근하여 운  및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 7 절 지진평가시스템의 제작 

1. 지진평가시스템의 개요 

하나로의 안전성 관련 시스템과 구조물은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

나로에는 지진발생시 현장에서 감지되는 지진신호를 실시간으로 취득, 저장하고 분

석할 수 있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4,5,8].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의 크기가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 이

상일 때에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측정 기록된 지진신호를 분석하여 원자

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내진범주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하나로 시설을 안전

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며,  OBE 초과지진 발생후 한달 이내에 과학

기술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성 관련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

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진발생 후 

신속하게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안전성 관련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응

답을 계산하고, 이를 내진 설계요건과 비교하여 지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진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으

로부터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의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

나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및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

하고,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

진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16,17]. 

현재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을 하나로 운전에 적용하고 있으며, 하나로 부지에 

지진발생시 신속하게 지진에 의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는 지진평가 체계를 구축하였

다. 

본 보고서의 3.7 절에서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기술한다. 3.7.가 절에서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개요를, 3.7.나 절에서는 지진

평가시스템의 설치 및 삭제 방법을 기술한다. 3.7.다 절에서는 지진평가시스템의 지

진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한다. 3.7.라 절에서는 지진평가시스템의 사용법을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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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진평가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SES, Seismic Evaluation System)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며, CD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지진평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지진평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설치 프로그램: CD 1장 

②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전용 노트북 PC: 1대 

 

 

 

 

 

 

 

 

 

 

 

   

 

그림 3.7.1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구성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춘 컴

퓨터(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① CPU: 펜티엄급 이상 

② Display: 256 color 이상 

③ 메모리: 16MB 이상 

④ 사용환경: 윈도우(Windows) X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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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지진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그림 3.7.2와 같이 크게 세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

음과 같으며, 지진평가시스템의 상세한 사용법은 3.7.라 절에서 기술한다. 

 

층응답스펙트럼 
해석 프로그램 

구조해석 프로그램

MMI 프로그램 

 

 

 

 

 

 

 

그림 3.7.2 지진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1) MMI 프로그램 

MMI(Man-Machine Interface) 프로그램은 지진평가시스템인 SES(Seismic 

Evaluation System)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지진발생후 원자로 건물과 원

자로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해석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exe)과 층응답스

펙트럼해석 프로그램(allfrs.exe)의 입출력 및 실행을 제어한다. 또한 MMI 프로그

램(hanaro.exe)은 해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 해석결과를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능, 지진 안전

성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등의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 기능을 

통합 제어하며,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상태와 출

력결과를 제어 및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MMI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응답 해석 기능  

 MMI 프로그램은 하나로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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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지진평가시스템 MMI 프로그램의 초기화면 

 

② 지진 안전성 평가 기능  

MMI 프로그램은 지진응답 해석결과를 하나로의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원자로건물

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3.7.4는 MMI 프로그램을 수

행하여 구한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를 나타내며, 사용자는 원자로 건물의 위치별

로 ‘안전’ 및 ‘OBE초과’ 판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진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  

MMI 프로그램은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수행한 지진응답 해석 및 지진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그림 3.7.4). 

     

그림 3.7.4 지진평가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 및 보고서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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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해석 프로그램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하나로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

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지진응답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3.7.5는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exe)의 실행시 

나타나는 화면이며,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5 구조해석 프로그램 실행시의 화면 

 

①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 하나로 원자로 건물을 3차원 보요소 및 집중질량으로 모델링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며, 구조해석의 결과로서 원자로 건물의 고유진동수를 구한다. 

㉯ 구조해석 모델의 각 절점 위치에서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힘, 모우멘

트)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② 시간이력 응답해석  

㉮ 원자로 건물 지반의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력을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

의 임의의 위치(구조해석 모델의 절점)에서의 응답시간이력을 구하며 각 절

점에 대해 3 방향(x, y, z 방향)의 응답시간이력을 구할 수 있다.  

㉯ 시간이력 응답해석을 통해 구한 응답시간이력을 변위 및 가속도 형태로 출

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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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allfrs.exe)은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

의 가속도응답 시간이력 데이터(응답시간이력)를 입력으로 하여 층응답스펙트럼해

석(floor response spectrum analysis)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하나로 원자로 건물

과 원자로 구조물의 층응답스펙트럼(FRS, Floor Response Spectrum)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3.7.6은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 실행시의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6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 실행시의 화면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변위, 속도 및 가속도의 응답시간이력을 계산하고, 이들의 최대값과 

발생시점에 대한 정보를 출력 파일에 제공한다. 

② 변위, 속도 및 가속도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며, 계산된 결과를 출력 

파일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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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평가시스템의 설치방법 

가.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설치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CD를 D드라이브(컴퓨터의 CD드라이브가 D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에 

넣은 후 [내 컴퓨터]에서 [D 드라이브]를 클릭한다. 

(2) 설치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setup.exe’를 실행한다. 

(3) 그림 3.7.7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3.7.7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설치프로그램 실행시의 초기 화면 

 

(4) 그림 3.7.7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8과 같은 화

면이 표시된다. 그림 3.7.8의 좌측 상단의 ‘설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의 설치가 시작된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기본 위치는 ‘C:\hanaro’이며, 우측

의 ‘디렉토리 변경’ 버튼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림 3.7.8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설치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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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3.7.9의 프로그램 그룹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지진평가시스템의 프로그램 

그룹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지진평가시스템의 프로그램 그룹은 ‘hanaro’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3.7.9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설치할 프로그램 그룹 선택 화면 

 

(6) 그림 3.7.9의 하단에 위치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계속 진행되며, 파일

을 설치하거나 등록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7)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그림 

3.7.10의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누른다. 

 

 

그림 3.7.10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설치완료 화면 

 

(8) CD의 설치프로그램 폴더 내에 있는 다음의 폴더들을 지진평가시스템이 설치된 

폴더(C:\hanaro)에 복사하면, 지진평가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다. 

   D:\설치프로그램\eq\*.*     →    C:\hanaro\eq\*.* 

 D:\설치프로그램\target\*.*    →    C:\hanaro\target\*.* 

 D:\설치프로그램\rea target\*.*   →    C:\hanaro\rea target\*.* 

 D:\설치프로그램\pic\*.*     →    C:\hana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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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평가시스템의 폴더 구성 

지진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폴더들과 지진평가시스템을 사용할 때 각 폴더에 생

성되는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다음의 (1)~(8)에 기술한다. 

 

(1) HANARO 폴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MMI 프로그램(hanaro.exe) 및 관련 자료들을 저장하

는 기본 폴더이며, 폴더의 위치는 ‘C:\hanaro’ 이다. 

 

(2) MMI system 폴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MMI 프로그램(hanaro.exe)과 연계되어 있는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exe)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allfrs.exe)이 설치되어 있

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mmi system’ 이다. 

 

(3) eq 폴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계측한 원자로 건물 지반의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를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포맷(format)으로 변환한 후 지진번호를 부여한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eq’ 이다. 예를 들어, 지진번호가 

‘003’에 해당되는 지진신호의 시간이력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

된다. 

 

003000x.eqk 

003000y.eqk 

003000z.eqk 

 

(4) data 폴더 

지진평가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출력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data’이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계측한 원자로 건물 지반의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구한 파일이 먼저 저장되며, 기본으로 계

산되는 감쇠값은 1%, 2%, 4%, 및 5% 이다. 예를 들어 지진번호가 ‘003’일 때 다

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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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0x01a.dat,    003000y01a.dat,  003000z01a.dat 

:             :         : 

003000x05a.dat,    003000y05a.dat,  003000z05a.dat 

 

‘data’ 폴더에는 원자로 건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17개의 지점(구조해

석 모델의 절점)의 지진응답 시간이력 파일도 저장된다. 즉, 절점번호 3번부터 122

번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폴더에 저장된다. 

 

003003x.dat,  003003y.dat,  003003z.dat 

:           :           : 

003122x.dat,  003122y.dat,  003122z.dat 

 

‘data’ 폴더에는 절점의 시간이력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해 구한 응답

스펙트럼 파일들도 저장된다.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감쇠값은 1%, 2%, 4%, 및 5%

이며, 지진번호가 ‘003’일 때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003003x01.dat,     003003y01.dat,  003003z01.dat 

:            :        : 

003122x05.dat,     003122y05.dat,  003122z05.dat 

 

또한 ‘data’ 폴더에는 위에서 계산된 감쇠값별 응답스펙트럼 파일에 대해 설계범

위 초과여부를 판별한 결과도 파일형태로 저장된다. 파일 이름은 응답스펙트럼 파

일과 같으며, 확장자는 ‘chk’ 이다. 

 

003003x01.chk,     003003y01.chk,  003003z01.chk 

:             :        : 

003122x05.chk,    003122y05.chk,  003122z05.chk 

 

(5) target 폴더 

하나로 원자로 건물 내부의 각 절점(구조해석 모델의 절점)의 설계응답스펙트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targe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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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a 폴더 

원자로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생성되는 출력파일을 저장하는 폴더이며, 위

치는 ‘C:\hanaro\rea’ 이다. 원자로 구조해석에서 얻은 10개 지점의 응답시간이력 

파일이 다음과 같이 저장된다. 

 

003002x.dat,    003002y.dat,  003002z.dat 

:             :             : 

003011x.dat,    003011y.dat,  003011z.dat 

 

‘rea’ 폴더에는 절점의 시간이력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해 구한 응답스

펙트럼 파일들도 저장된다. 계산되는 감쇠값은 3%와 7%이며, 지진번호가 ‘003’일 

때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003002x03.dat,     003002y03.dat,  003002z03.dat 

:             :        : 

003011x07.dat,     003122y07.dat,  003122z07.dat 

 

(7) rea target 폴더 

하나로 원자로의 각 절점의 설계응답스펙트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rea target ’ 이다. 

 

(8) pic 폴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원자로 건물 내부의 기기 및 구조물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한 사진파일을 저장하는 폴더이며, 위치는 ‘C:\hanaro\pic’ 이다. ‘pic’ 폴더는 지진

번호에 해당하는 하위 폴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진의 사진파일들은 하위 

폴더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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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삭제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컴퓨터에서 삭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지진

평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을 삭제한다. 

 

(1)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제어판’을 연다. 

(2)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선택한다. 

 

 

그림 3.7.11 지진평가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의 제어판 화면 

 

(3) 프로그램 목록에서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선택한 후, ‘변경/제거’ 버튼을 

누르면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이 삭제된다. 

 

 

그림 3.7.12 프로그램 목록에서 제거하기 위해 선택된 지진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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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평가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방법 

지진평가시스템은 지진발생 후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지진 안전성을 신속하

게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7.13은 지진평가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 방법

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1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평가시스템은 원

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4,5]으로부터 계측된 건물 지반

의 3축방향 지진 시간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원자로 

건물 주요위치의 지진응답 시간이력을 구한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응답시

간이력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여 원자로 건물 주요위치의 층응답스펙

트럼을 구한 후 이를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지진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림 3.7.13 지진평가시스템의 지진응답 계산 및 안전성 평가 

 

다음의 3.가 절부터 3.라 절까지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적용한 원자로 건

물의 구조해석 모델링, 구조해석 방법, 층응답스펙트럼해석 방법, 지진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3.마 절에서는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체계를 

설명한다. 

 

 208



가. 원자로 건물의 모델링 

지진평가시스템은 지진발생 후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자로 건물에 대한 3차원 지진응답해석과 안전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할 수 있다. 

지진평가시스템은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과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3축 시

간이력 지진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적 구조해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 지진에 의한 원

자로 건물 주요위치와 건물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들의 위치의 가속도응답 시간이력 

데이터(응답시간이력)를 구한다. 여기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은 외부의 지

진입력에 의한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의 동적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을 말한다. 

그림 3.7.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의 안전관련 기기들은 

질량행렬 M, 감쇠행렬 C 및 강성행렬 K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지진에 의한 원자

로 건물 및 기기의 주요위치의 응답은 식 (3.7.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7.14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링 

 

Mu&&+ Cu&+ K  = -Mu          (3.7.1)  u g&&

 

이때 u&&, u&, 는 각각 원자로 건물 주요위치와 안전관련 기기 위치의 가속도, 속

도 및 변위 응답 시간이력들로 구성된 행렬을 나타내고, 는 건물 지반 또는 자유

장의 지진입력 데이터로 구성된 행렬을 나타낸다. 그림 3.7.15는 하나로 원자로 건

물의 구조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u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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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5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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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해석 

지진평가시스템은 원자로 건물 지반의 3축방향 지진 시간이력과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동적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여기서 동적 구조해석의 수

행이란 지진에 의한 원자로 건물의 거동을 표현하는 방정식(식 (3.7.1))의 해를 구

하여 지진에 의한 건물 주요위치와 건물 내부 안전관련 기기 위치의 가속도응답 시

간이력(응답시간이력)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7.16은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수행하는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방

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16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즉 식 (3.7.1)의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며,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Wilson-θ 방법[18]을 이

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Wilson-θ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는 

자세한 방법은 참고문헌 [18]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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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응답스펙트럼해석 

구조해석을 통해 얻은 원자로 건물의 주요 지점의 응답시간이력은 기기 및 구조

물들의 설계기준자료와의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응답스펙트럼 형태로 변환 처

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원자로 건물의 주요 지점의 응

답시간이력을 이용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층응답스펙트럼은 원자로 건물

의 동적해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적분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이 개발되거나 제시되어 있다[19].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층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CMPMAX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시간 증분 동안 선형으로 변하는 하중을 받는 선형 구

조물의 운동 방정식의 정해(exact solution)를 기본으로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한다

[19].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은 참고문헌 [19]를 참고한다. 

 

 

그림 3.7.17 원자로 건물의 층응답스펙트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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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 안전성 평가 

지진평가시스템은 구조해석과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건물 주요위

치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원자로 건물과 건물 내부에 

위치한 주요 내진범주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그림 3.7.18은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지진 안전성 평가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7.18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

석 모델의 각 절점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층응답

스펙트럼이 모두 설계응답스펙트럼 이하이면 해당 절점에 위치한 기기는 안전하다

고 평가한다. 반면에 층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

성 평가 대상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값과 설계응답스펙트럼값을 

비교하며, 고유진동수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값이 설계응답스펙트럼값 이하인 경우

에는 안전성 평가 대상 기기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고유진동수에서의 층응답

스펙트럼값이 설계응답스펙트럼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다. 

 

 

그림 3.7.18 지진평가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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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체계 

그림 3.7.19는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평가시스

템의 상세한 작동체계는 다음의 (1)부터 (6)에 기술한다. 

 

 

지진파 처리
(번호부여/가속도값변환)

지진파 분석
(ALLFRS)

정수형태의 지진파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원자로건물/원자로
내진해석 (PCMSAP)

가속도형태의 지진
(EQ폴더)

Yes

No

위치별 응답스펙트럼 계산
(ALLFRS)

OBE초과 분석
(ALLFRS)

OBE FRS > Design FRS ?

안전 결과 제시

하나로 지진평가 시스템

시작

지반응답스펙트럼
(DATA폴더)

위치별 응답시간이력
(DATA폴더)

위치별 응답스펙트럼
(DATA폴더)

OBE 설계응답스펙트럼
(TARGET폴더)

기기f1의 스펙트럼 G
> 설계 스펙트럼 G ?

OBE초과 결과 제시

하나로 지진평가 
보고서 인쇄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
설계초과여부 분석

기기의 사진자료 비교
기기정보 사진파일

(PIC폴더)

Yes

No

 

 

그림 3.7.19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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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파 변환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의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를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2) 지진번호 부여 및 분석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진번호를 부여하고 화면상

에 건물 지반의 가속도에 대한 시간이력과 감쇠별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다.  

 

(3)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지진신호를 입력으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주요 위치에서 응답시간이력을 계산한다. 

 

(4) 층응답스펙트럼 계산 

응답시간이력을 입력으로 하여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 감쇠

별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한다. 

 

(5) OBE 초과지점 분석 

① 층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층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초과한 부분을 검색하고 이를 화면상에 그림으로 표현한다. 

② 초과지점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비교 결과를 그림 및 텍스트로 표현한다. 

③ 초과지점에 위치하거나 연계된 기기들의 정보를 검색하여 표현한다. 

④ 검색된 기기들의 지진발생 전후의 현장사진을 비교하여 표현한다. 

 

(6) 지진 평가보고서 출력  

① 발생지진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출력한다. 

② 발생지진의 시간이력 및 응답스펙트럼을 출력한다. 

③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결과를 텍스트 형태로 출력한다. 

④ 층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 및 텍스트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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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OBE 초과지점에 위치하거나 연계된 기기들의 정보 검색결과를 출력한다. 

⑥ 검색된 기기들의 지진발생 전후의 현장사진을 비교한 문서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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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평가시스템의 사용법 

가. 시작하기 

(1) 그림 3.7.20과 같이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C:\hanaro\hanaro.exe)을 

실행시키면, 그림 3.7.21과 같은 화면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다. 

 

 

그림 3.7.20 지진평가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의 실행 

 

 

그림 3.7.21 지진평가시스템의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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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3.7.21의 화면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클릭하면 그림 3.7.22와 같은 주화

면이 나타난다.  

 

 

그림 3.7.22 지진평가시스템의 주화면 

 

(3) 지진평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의 구체적 사용방법은 4.나 절부터 4.바 절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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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일 메뉴 

파일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① 지진파 처리 

② 자료 읽기 

③ 인쇄 

④ 환경설정 

 

 

그림 3.7.23 지진평가시스템의 파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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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파 처리 

‘지진파 처리’ 메뉴는 지진파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는 첫 단계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계측한 지진신호 파일를 읽어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작업 가

능한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① ‘지진파 처리’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7.24 와 같은 ‘지진파 처리’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7.24 지진파 처리 초기 화면 

 

②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7.25 와 같은 ‘파일열기’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7.25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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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열기’ 화면에서 원자로 구조해석 모델의 x, y 및 z 방향에 해당하는 

지진파일을 읽는다.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경우 원자로 건물 지반에 설치된 

가속도계(YE-001)의 ‘L(lateral)’ 방향은 구조해석 모델의 ‘y’ 방향에 

해당하며, ‘V(vertical)’ 방향은 구조해석 모델의 ‘z’ 방향에 해당한다. 또한 

‘T(transverse)’ 방향은 구조해석 모델의 ‘x’ 방향에 해당한다. 

④ 지진신호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읽은 후의 결과는 그림 3.7.26 과 같으며,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된 지진 데이터 파일의 ‘시간’ 및 ‘설명’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저장간격’과 ‘데이터수’ 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그림 3.7.26 지진파 처리 완료 화면 

 

⑤ 지진번호는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권장사항),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다른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목록에서 번호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며, 최대 가능한 지진번호는 

999 번이다. 이때 이미 존재하는 지진번호를 선택하는 경우 그림 3.7.27 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며 기존의 지진평가 정보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그림 3.7.27 기존의 지진번호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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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작업이 완료되면 ‘변환’ 버튼을 누른다. 지진파 변환작업이 수행되고 자동으로 

‘발생지진’ 화면으로 전환되며,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 계측된 지진신호에 대한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이 화면에 나타난다(그림 3.7.28 참조). 

 

 

그림 3.7.28 변환 버튼을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 

 

⑦ 이때 ‘변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작업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지진파 처리’ 작업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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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읽기 

‘파일’ 메뉴의 하위 메뉴인 ‘자료읽기’ 명령은 이미 ‘지진파 처리’ 명령을 수행하

여 지진평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진신호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불러 

오기 위해 수행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미 ‘지진파 처리’ 명령을 수행한 경우에는 

‘자료읽기’ 명령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림 3.7.29는 ‘자료 읽기’를 선택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면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7.29 자료읽기 명령을 클릭한 후의 화면 

 

① 그림 3.7.29 의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지진번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지진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진번호에 대한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 그림을 

나타내기 전에 그림 3.7.30 과 같이 화면 상단에 선택된 지진번호에 해당하는 

지진 시간이력 데이터의 발생시간과 설명을 보여준다. 

② 사용자가 원하는 지진번호임을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진번호의 지진신호를 그림 3.7.31 과 같이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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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0 지진번호를 선택한 후의 화면 

 

 

그림 3.7.31 선택 버튼을 누른 후의 화면 

 

③ 그림 3.7.31 의 화면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 화면 상단의 ‘화면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그림파일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림파일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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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응답계산을 다시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응답계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32 와 같이 응답스펙트럼 계산을 위한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진파의 응답계산을 재수행한다. 

 

 

그림 3.7.32 응답스펙트럼 계산을 위한 윈도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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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인쇄’ 메뉴를 이용하면 선택된 지진번호(4.나.(1) 참조)에 해당하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인쇄할 수 있다. ‘인쇄’ 명령은 원자로건물 해

석이 완료되거나 이미 해석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7.31의 좌측 상단에 위치한 ‘파일’ 메뉴에서 부메뉴인 ‘인쇄’를 선택하면 그림 

3.7.33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인쇄’ 기능에서 출력되는 문서의 형태는 보고서 

형태이며, 보고서는 그림 3.7.33과 같이 문서 전체를 인쇄하거나 각 항목만을 별도

로 인쇄할 수 있다. 

 

 

그림 3.7.33 인쇄 화면 

 

 

① 보고서를 인쇄하기 위해 먼저 인쇄 범위를 선택한 후 ‘인쇄’ 버튼을 누른다. 

②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에 인쇄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34 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된다(4.나.(4) 참조). 

③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인쇄 화면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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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리보기 

‘미리보기’ 기능은 보고서를 출력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제공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34 미리보기 화면 

 

①  : 첫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②  :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10 페이지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③  : 이전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④  :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⑤  : 현재 위치에서 뒤로 10 페이지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⑥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한 후 결과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⑦ 인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린터 그림’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림 

3.7.33 의 화면으로 전환된다. 

⑧ ‘미리보기’ 화면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을 누른다. 

⑨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을 클릭하면 내용이 확대되어 표시된다. 이때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을 다시 클릭하면 표준상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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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설정 

지진평가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위치한 ‘파일’ 메뉴에서 ‘환경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7.35와 같은 옵션 설정 화면이 활성화되며, ‘환경설정’ 메

뉴에서는 지진평가 작업에 필요한 옵션(option)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7.35 옵션 설정 화면 

 

① 그림 3.7.35 의 좌측 상단에서 좌표 상(하)한값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윈도우에서 표현되는 그림의 x, y 및 z 축 방향 그림의 좌표 

상(하)한값이 모두 동일하게 설정된다. 또한,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각 방향의 크기에 적절한 상(하)한값으로 그림을 표현한다. 기본 

설정은 세 방향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좌측 하단에 위치한 ‘시간이력’의 ‘가속도 단위값’에서는 입력된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의 단위값을 설정한다. 기본값은 1 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든 해석은 g 단위로 계산된다. ‘시간이력’의 ‘시간간격’은 

계측된 지진신호의 샘플링(sampling) 간격을 표시하며, 샘플링 간격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③ 그림 3.7.35 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감쇠비’에서는 지진평가 작업에서 사용할 

감쇠비(댐핑)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그림 3.7.35 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화면 업데이트’를 이용하면 옵션 설정을 

변경한 후 변경된 내용을 화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발생지진 화면의 

변경된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발생지진’ 버튼을 누르고, 평가결과 화면의 

변경된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평가결과’ 화면의 버튼을 누른다. 변경내용만 

업데이트 하고자 할 경우 ‘확인’ 버튼을 누른다. 

⑤ 환경설정의 변경 없이 현재 작업을 취소하려면 ‘닫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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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해석 메뉴 

발생지진의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 분석이 완료되면 그림 3.7.36과 같이 ‘구조

해석’ 메뉴가 활성화되며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이 가능하다. ‘구조해석’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① 원자로 건물 해석 

②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 보기 

③ 원자로 해석 

④ 원자로 해석결과 보기 

 

 

그림 3.7.36 구조해석 메뉴를 선택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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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건물 해석 

① 그림 3.7.36 의 화면 상단에 위치한 ‘구조해석’ 메뉴에서 ‘원자로 건물 해석’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한 지진번호(4.나.(1) 참조)에 해당하는 지진파일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② 그림 3.7.37 과 같이 구조해석을 위한 윈도우 화면이 표시되며 해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사라지고, 그림 3.7.38 과 같은 해석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③ 해석도중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를 권장하며, 해석시간은 지진파일의 

크기에 비례한다. ‘원자로 건물 해석’에 사용되는 ‘pcmsap.exe’ 프로그램은 

‘원자로 건물 해석’ 메뉴에 의해서 수행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또한 

지진 평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pcmsap.exe’ 입력파일의 

상세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7.37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위한 윈도우 화면 

 

 

그림 3.7.38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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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 보기 

① 그림 3.7.36 의 화면 상단에 위치한 ‘구조해석’ 메뉴에서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그림 3.7.39 와 같이 구조해석 결과를 나타내는 

텍스트 형태의 윈도우 화면이 나타난다.  

②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 보기’는 원자로 건물 해석이 완료되거나 이미 

해석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된다. 

③ 원하는 경우 그림 3.7.39 의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3.7.39 원자로 건물 해석결과 보기 선택시 나타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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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해석 

① 그림 3.7.36 의 화면 상단에 위치한 ‘구조해석’ 메뉴의 ‘원자로 해석’ 명령을 

실행하면, 원자로의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이 명령은 ‘원자로 건물 해석’이 

완료된 경우에만 활성화된다. 

② ‘구조해석’ 메뉴에서 ‘원자로 해석’을 선택하면 그림 3.7.40 과 같이 원자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화면이 표시되며, 해석이 완료되면 그림 3.7.41 과 같이 

해석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림 3.7.40 원자로 구조해석 화면 

 

③ 구조해석이 진행되는 중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를 권장하며, 

해석시간은 지진파일의 기록시간에 비례한다. 원자로의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pcmsap.exe’ 프로그램은 ‘원자로 해석’ 메뉴에 의해서 수행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또한 ‘pcmsap.exe’의 입력파일의 상세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은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7.41 원자로 구조해석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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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 해석결과 보기 

① 그림 3.7.36 의 화면 상단에 위치한 ‘구조해석’ 메뉴에서 ‘원자로 해석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그림 3.7.42 와 같이 지진해석 결과를 나타내는 텍스트 

형태의 윈도우 화면이 나타난다.  

② ‘원자로 해석결과 보기’는 원자로 해석이 완료된 경우에만 활성화된다. 

③ 원하는 경우 그림 3.7.42 의 원자로 해석결과의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3.7.42 원자로 해석결과 보기 선택시 나타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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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답평가 메뉴 

‘응답평가’ 메뉴는 구조해석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활성화된다. ‘응답평가’ 의 하

위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①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원자로 건물) 

②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원자로) 

③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 

④ 기기정보 

 

 

그림 3.7.43 지진평가시스템의 응답평가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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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원자로 건물) 

① 지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 건물 각 지점(구조해석 모델의 절점)의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고, OBE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② 응답평가를 위한 윈도우 화면이 그림 3.7.44 와 같이 표시되며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사라진다. 

③ 평가도중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기를 권장하며, 평가시간은 지진파일의 

크기(기록 시간)에 좌우된다. 

④ 평가가 완료되면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그림 3.7.45 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3.7.44 층응답스펙트럼 계산 및 설계응답스펙트럼과의 비교를 수행하는 화면 

 

 

그림 3.7.45 층응답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를 완료한 후의 메시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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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원자로) 

‘원자로 건물의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와 마찬가지로 구조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 각 지점(구조해석 모델의 절점)의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고 OBE 초과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과정은 ‘원자로 건물의 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를 선택한 경

우와 동일하다. 

 

 

그림 3.7.46 원자로 층응답스펙트럼 계산 및 비교를 수행중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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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 

‘응답평가’ 메뉴의 하위 메뉴인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 에서는 지진에 의한 원

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응답과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 메뉴는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에 대한 스펙트럼 계산과 

비교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활성화 된다.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7.47과 같은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① 좌측 상단에서 스펙트럼 비교 결과보기를 수행할 대상을 선택한다. 즉 ‘원자로 

건물’ 또는 ‘원자로’를 선택한다. 

② 선택된 구조물의 구조해석 모델이 화면에 그림 3.7.47 또는 그림 3.7.48 과 

같이 나타난다. 

③ 원자로 건물(또는 원자로)의 각 절점에는 지진에 의한 응답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를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안전인 경우는 

파란색으로, OBE 를 초과한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OBE 초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 3.7.47 의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텍스트 결과’ 기능을 이용한다. 

 

 

그림 3.7.47 스펙트럼 비교결과가 표시된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모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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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림 3.7.47 의 상단에 위치한 ‘위치’와 ‘감쇠비’에 응답스펙트럼 비교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위치와 감쇠비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이 작업은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모델에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지진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른 지진번호를 선택하려면 ‘창’ 

메뉴에서 ‘발생지진’ 화면으로 전환한 후 다시 지진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 3.7.48 스펙트럼 비교결과가 표시된 원자로 구조해석 모델 화면 

 

⑤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그림 3.7.47(그림 3.7.48)의 절점을 선택하면 그림 

3.7.49 와 같은 평가비교 결과가 나타난다. 또 다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스펙트럼이 표시된 화면영역을 클릭하거나, 그림 3.7.47(그림 3.7.48)의 

상단부에 위치한 목록에서 다른 ‘위치’와 ‘감쇠비’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⑥ 화면의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하려면 ‘화면인쇄’ 버튼을 누른다. 

⑦ 그림 3.7.49 의 화면에 표시된 시간이력 또는 응답스펙트럼의 그래프 

위치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⑧ 해당 위치에 대한 기기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기정보’ 버튼을 누른다. 

기기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기기정보 항목(4.라.(4))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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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9 평가결과의 응답스펙트럼 비교화면 

 

⑨ 해당 위치의 평가비교 결과를 텍스트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림 3.7.49 의 

우측 상단부에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텍스트 결과의 ‘열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50 과 같은 텍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⑩ 현재 텍스트 결과를 프린터로 출력하려면 ‘텍스트 결과’의 ‘인쇄’ 버튼을 

누른다. 텍스트 화면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텍스트 결과’의 ‘닫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3.7.50 응답스펙트럼 비교결과를 나타내는 텍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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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정보 

그림 3.7.51의 상단에 위치한 ‘응답평가’ 메뉴의 하위 메뉴인 ‘기기정보’ 메뉴는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설치된 안전성 관련 기기들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기정보’ 메뉴는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에 대한 스펙트럼 계산

과 비교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활성화 된다. 

‘기기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3.7.51과 같이 기기정보에 대한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기기정보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려면 먼저 화면 좌측 하단의 ‘목록추가’ 

버튼을 누른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한다. 

② 기기정보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화면 상단부에 위치한 입력란 또는 리스트에 

직접 내용을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다. 

 

 

그림 3.7.51 내진범주 I, II 급에 해당하는 기기들의 정보를 포함한 기기정보 화면 

 

③ 사용자가 원하는 기기의 정보를 검색하려면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분류방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류방법내의 계통번호, 위치, 내진등급 

등의 조건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만을 화면에 표시한다. 결과내용을 프린트로 출력하고자 할 경우 

‘결과인쇄’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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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들의 사진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사진보기’의 ‘리스트’ 버튼을 누른다. 해당되는 사진정보를 포함한 

윈도우 화면이 표시되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⑤ 하나의 기기에 대한 사진정보만을 보고자 할 경우 ‘선택된 기기’ 버튼을 

누른다. 해당되는 사진정보를 포함한 윈도우 화면이 표시되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할 수도 있다. 

⑥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 후 ‘사진파일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고 사진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 입력된다. 

⑦ 지진발생 후에 찍은 사진들을 지진발생전의 사진과 비교하고자 할 경우, 

지진발생 후 기기손상정도를 기록한 사진파일을 지진번호에 해당하는 폴더에 

복사한다. 기본 폴더는 ‘C:\hanaro\pic\00x(지진번호)’이며, 새로 추가되는 

사진파일의 이름을 선행 지진번호의 사진파일 이름과 일치시켜 주어야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다.  

⑧ 지진평가시스템은 기기정보와 관련된 문서를 설정하고, 이를 프로그램 내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기기정보 참고파일을 설정하려면 먼저 

그림 3.7.51 의 화면 상단부에 위치한 ‘기기정보 참고파일’의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3.7.52 와 같은 파일열기 화면이 나타나면 참고파일로 

설정할 파일을 선택한다. 

 

 

그림 3.7.52 파일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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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기정보 참고파일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명이 텍스트 상자에 표시된다. 

표시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다음 작업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파일을 선택한다. 

⑩ 선택한 참고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해 ‘파일보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참고파일의 내용을 보여준다. 여기서 지원 가능한 

연결프로그램은 PDF, MS WORD, 한글 및 POWERPOINT 이다. 

⑪ 연결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결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연결프로그램의 설치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연결설정’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53 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7.53 연결설정 화면 

 

⑫ 그림 3.7.53 의 상단에 위치한 연결프로그램 버튼 중 설정상태를 변경할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54 와 같이 기존의 연결프로그램 경로가 텍스트 

박스에 표시된다. 이때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연결프로그램의 경로를 선택한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림 3.7.55 와 같이 텍스트 내용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해당 연결프로그램의 설정이 변경된다. 

⑬ 원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그림 3.7.54 연결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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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5 업데이트 버튼을 누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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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기응답 평가 

지진평가시스템은 그림 3.7.56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기응답 평가기능을 갖

고 있다. 기기응답 평가기능은 기기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에서 기기의 고유진동

수를 입력하는 경우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이 설계응답스펙트럼

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내용은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그림 3.7.56 지진평가시스템의 기기응답평가 기능 

 

① 설계기준이내:  발생지진에 대한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응답이 기기의 설

계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위치에서 OBE 기

준을 초과 했더라도 기기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설계기준초과:  발생지진에 대한 기기의 고유진동수에서의 응답이 기기의 설

계 기준값을 초과했음을 의미하므로 일단 기기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작업이 요구된다. 

③ 평가자료부족:  기기가 받는 지진응답의 크기를 설계 기준값과 비교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의

미한다. 즉, 기기가 설치된 절점에서 평가에 필요한 응답스펙

트럼 파일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④ 빈칸인 경우:  기기의 고유진동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메

시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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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 메뉴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창’ 메뉴를 선택하거나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팝

업 메뉴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을 선택하여 다른 윈도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화면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화

면의 해석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석이 완료되거나 이미 평가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화면의 이동이 가능하다. 창 메뉴에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은 다음과 

같다.  

 

① 발생지진 

② 평가결과 

③ 기기자료 

 

 

그림 3.7.57 창 메뉴를 선택한 상태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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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지진 

발생지진 화면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다른 화면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발생지진 

화면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2) 평가결과 

평가결과 화면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다른 화면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평가결과 

화면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3) 기기자료 

기기자료 화면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다른 화면으로 가려있는 경우 기기자료 화

면으로 이동하는 명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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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료 메뉴 

그림 3.7.58의 화면 상단부에 위치한 ‘종료’ 메뉴를 선택하면 하나로 지진평가시

스템의 모든 작업을 종료한다. 

 

 

그림 3.7.58 종료 메뉴를 선택한 상태의 화면 

 247



제 8 절 지진평가시스템의 적용 이론 

1.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적용 이론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PCMSAP을 사용한다. 본 절에서는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적용 이론 및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가. 적용가능한 구조요소 및 구조해석 모델의 평형 방정식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동적 구조해석 모델을 구성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 5종류의 구조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요소의 개괄적인 

형태는 그림 3.8.1과 같다. 

 

(1) 3차원 트러스 요소(three-dimensional truss element) 

(2) 3차원 보 요소(three dimensional beam element) 

(3) 평면 응력 및 평면 변형 요소(plane stress and plane strain element) 

(4) 3차원 솔리드(three dimensional solid) 

(5) 경계 요소(boundary element) 

 

구조 요소로 이루어진 선형계(linear system)의 절점들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3.8.1) )(tRuuu =++ KCM &&&

 

여기서, M은 질량 행렬, C는 감쇠행렬, K는 각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강성행

렬이며, u,u,u &&& 는 각각 절점의 변위, 속도, 가속도로 구성된 행렬을, R(t)은 구조계에 

작용하는 하중함수로서 지진파와 같은 형태의 지반운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중함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구조물이 균등하게 지반가속도 를 받는다

고 가정하면 평형방정식은 식 (3.8.2)와 같이 표현된다.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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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grrr uuuu &&&&& MKCM −=++

 

여기서 은 지반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변위이다. ru

프로그램은 식 (3.8.2)의 해를 얻기 위해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거나 응답스펙트

럼해석을 수행한다. 시간이력해석 및 응답스펙트럼해석 방법은 8.1.다 절에서 기술

한다. 

 

         (a) 3 차원 트러스 요소                   (b) 3 차원 보 요소  

         

     (c) 평면 응력 및 평면 변형 요소              (d) 3 차원 솔리드 

 

(e) 경계 요소 

그림 3.8.1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요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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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계산 

모드 중첩법을 이용한 구조해석은 첫 단계로서 일반화된 고유치 해석

(eigenvalue analysis)을 필요로 한다. 

 

        (3.8.3) φωφ MK 2=

 

여기서 ω와 φ는 각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모드형상

(mode shape)을 나타낸다.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는 구조물의 강성과 질량 정보를 임시 저장 파일에 저장하

고 있으며, 질량 행렬은 대각화(diagonalized)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의 주파

수성분은 20~30Hz이하의 낮은 주파수성분이 지배적이므로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은 저차 고유진동수들과 이에 대응하는 모드형상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므

로 식 (3.8.3)을 다시 표현하면, 

 

 2ΦΩΦ MK =       (3.8.4) 

 

여기서 2Ω 은 구조물의 저차 고유치들만을 포함한 대각행렬이다. 또한, Φ 는 이

에 대응하는 모드형상 벡터들을 포함한다.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는 determinant search technique과 subspace iteration technique 

방법으로 식 (3.8.4)를 만족하는 해( 2Ω ,Φ )를 얻을 수 있지만, 지진평가시스템에

서는 고속으로 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 해석시 determinant search 

technique을 적용하여 고유치와 모드형상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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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적 구조해석 

원자로 건물의 동적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식 (3.8.5)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요구

된다. 

 

      (3.8.5) grrr uuuu &&&&& MKCM −=++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식 (3.8.5)의 해를 얻기 위해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거나 

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한다. 시간이력해석은 모드중첩법 또는 직접적분법을 적용

하여 수행되며, 응답스펙트럼은 고유치해석을 포함한 해석으로 수행된다. 

 

(1) 모드중첩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방법 

모드중첩해석에서는 구조물의 응답을 가장 낮은 몇 개의 진동 모드들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평형방정식 (3.8.5)를 고유벡터를 포함한 행렬

이 있는 주축으로 변환을 하면 식 (3.8.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XXX T2 ΦΩ∆ =++ &&&      (3.8.6) 

 

여기서 

 

     (3.8.7) )(;)( 2
i

2
ii diag2diag ωΩξω∆ ==

 

이때 감쇠행렬 C는 다음의 식 (3.8.8)과 같이 모드 상호독립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3.8.8) )( ji0j
T
i ≠=ΦΦ C

 

식 (3.8.6)의 해( X , X&, X&&)는 조건에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순차적인 적분을 취해

가는 Wilson-θ 방법[18]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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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적분에 의한 시간이력해석 

운동방정식 (3.8.5)의 해는 직접적분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직접적분은 기본적

으로 모드중첩법에서 적용한 Wilson-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유치해

석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3) 응답스펙트럼해석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 식 (3.8.5)의 지반가속도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3.8.9) gzgygxg uuuu &&&&&&&& ++=

 

여기서 는 각각 x, y, z방향의 지반가속도이다. 따라서 r번째 모드에서 

응답을 위한 방정식은  

gzgygx uuu &&&&&& ,,

 

           (3.8.10) rzryrxr
2
rrrrr rrrxxu2x ++=++ ωξ &&&

 

여기서 은 x좌표의 r번째 요소로서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rx

 

            (3.8.11) gx
T
rrx ur &&MΦ−=

            (3.8.12) gy
T
rry ur &&MΦ−=

            (3.8.13) gz
T
rrz ur &&MΦ−=

 

x방향에 속하는 가속도를 받는 구조물의 최대변위는 식 ( 3.8.14)로 구할 수 있

다. 

 

 )((max)
rxx

T
rrrx SIu ωΦΦ M=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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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rxS ω 은 진동수 rω 에 해당하는 x방향의 스펙트럼 변위이며 는 x방향

의 변위 자유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모두 0인 제로벡터이다. 

xI

마찬가지로 y 및 z방향에 대한 최대변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식 (3.8.15)와 식 (3.8.16)과 같다. 

 

 )((max)
ryy

T
rrry SIu ωΦΦ M=          (3.8.15) 

 )((max)
rzz

T
rrrz SIu ωΦΦ M=          (3.8.16) 

 

그러므로 r번째 모드의 전체 최대 응답은 식 (3.8.17)과 같다. 

 

          (3.8.17) (max)(max)(max)(max)
rzryrxr uuuu ++=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낮은 모드들의 최대 응답을 계산하며 구조물의 전체응답

은 모드 최대 응답에 대한 제곱합의 제곱근(square root of the sum of the 

squares)을 수행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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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개발 환경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구조해석 용량: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에 적합하도록 설정 

(2) 구조해석을 위한 지원 요소: 3차원 보요소 및 집중질량 

(3) 해석 하중 기능: 세 방향 지진 하중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4) 동적해석 기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및 모드중첩법 동시 지원 

(5) 출력 기능: 구조물 각 위치별 작용력, 변위 및 가속도 형태의 응답 

(6) 프로그램 언어: FORTRAN 

(7) 프로그램 컴파일러: POWER STATION 4.0 이상 

(8) 프로그램 O/S: Windows 95이상 

(9) 완성 프로그램 형태: 소스코드와 실행코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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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적용 이론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는 층응답스펙트럼을 해석하기 위하여 층응답스펙트럼

해석 프로그램인 ALLFRS를 사용한다. 본 절에서는 ALLFRS 프로그램에서 층응답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CMPMAX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CMPMAX과 함께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Newmark-β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19]. 

 

가. CMPMAX 방법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 계산 

구조해석을 통해 얻은 주요 지점의 응답시간이력은 기기 및 구조물들의 설계기준

자료와의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응답스펙트럼 형태로 변환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간영역에서 응답시간이력을 하중함수로 하는 2차 해석이 실시된다. 

이때, 하중함수 p(t)를 일련의 연속적인 충격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단자유도계의 

전체 응답은 이들 독립적인 충격파 응답의 조합과 일치한다. 

단자유도계의 응답은 구조물의 동적해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적분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이 개발되거나 제시되어 있다. 각 단계

에서의 응답은 단계 초기의 변위나 속도 같은 초기 조건과, 작용하는 시간이력의 

하중으로부터 결정되므로 각 단계별 응답계산은 독립된 해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단계별 해석에서 어떠한 응답의 조합도 필요 없으므로 선형 뿐만 아니라 비선형 거

동의 해석에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현 단계의 응답이 다음 단계의 

응답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주어진 문제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

분히 조밀한 시간간격을 두고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단 자유도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해석방법으로 CMPMAX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시간 증분 동안 선형으로 변하는 하중을 받는 선형 

구조물의 응답에 대한 운동 방정식의 정해(exact solution)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

서 하중곡선의 경사도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본 프

로그램에서는 일정한 정밀도를 유지하는 시간 증분을 정의한 후 일정한 시간 증분

에 대하여 응답을 구한 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전체 시간의 응답을 계산한다. 

본 방법의 설명을 위한 표기방법은 그림 3.8.2와 같으며, 시간 증분은 h이고 해

당 시간은 t0에서 t1이다. 시간 증분 동안 변하는 선형으로 변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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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ττ += pp )( o           (3.8.18) 

 

여기서 α는 일정한 기울기이며, τ는 시간 증분(h) 동안의 시간변수이며, po는 초

기 하중이다. 한편, 점성감쇠를 포함한 단자유도계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ατ+=++ opkvvcvm &&&           (3.8.19) 

 

 

 

그림 3.8.2 CMPMAX 방법의 설명을 위한 표기 

 

 256



임의의 시간에서 응답 )(τv 는 자유진동부 )(τhv 에 선형 하중 변화에 대한 특이해

(particular solution)인 )(τpv 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 τττ ph vvv +=           (3.8.20) 

 

여기서 감쇠를 포함한 자유진동 응답은 식 (3.8.2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sincos)[exp()( τωτωξωττ DDh BAv +−=        (3.8.21) 

 

또한, 선형으로 변하는 특이해는 식 (3.8.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op k
cp

k
1v ααττ −+= )()(          (3.8.22) 

 

초기 조건으로부터 상수 A, B를 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변위와 속도는 식 

(3.8.23) 및 식 (3.8.24)와 같이 표현된다. 

 

 τωξωττωξωτττ D3D210 AAAAv sin)exp(cos)exp()( −+−++=    (3.8.2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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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D

3

002

1

32
0

0

Av1A

AvA

A

2vA

ω
αξω

ω

α
ω
ξα

ω

&

2ω                              (3.8.23 b) 

τωξωτξωωτωξωτξωωτ D32DD23D1 AAAAAv sin)exp()(cos)exp()()( −+−−−+=&  

             (3.8.24) 

 

따라서 주어진 주파수 및 감쇠비에 대해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적분

을 수행하여 지진응답을 구한 후, 최대응답을 해당 주파수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값으

로 한다.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주파수별로 

지진응답의 최대값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주파수별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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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ewmark-β 방법에 의한 응답 계산 

단자유도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Newmark-β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

(3.8.25)부터 식 (3.8.2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tvvvv i1ii1i

∆)( &&&&&& ++= ++          (3.8.25) 

 2
1iiii1i tvv

2
1tvvv )]()[( ∆ββ∆ ++ +−++= &&&&&         (3.8.26) 

 1gi1i1i1i vkvvv ++++ −=++ &&&&& ξ          (3.8.27) 

 

식 (3.8.25)와 식 (3.8.26)을 식 (3.8.27)에 대입하고 v 에 대하여 정리하면 1i+

 

            (3.8.28) **
1i1i Fvk ++ =

 2t
1

t2
kk

)(
*

∆β∆β
ξ ++=           (3.8.29) 

iii21i1i v
2
t2

2
11

2
1v1

2
1

t
1v

t
1

t2
FF &&& 








−+−+








−++








++= ++ ξ∆

ββ
ξ

β∆β∆β∆β
ξ )()()(

)(
*  

             (3.8.30) 

 

식 (3.8.29)와 식 (3.8.30)을 계산하고 이를 식 (3.8.28)에 대입하여 변위를 구

한후 이를 다시 식 (3.8.26)에 대입하여 가속도를 구한다. 또한 구한 변위 및 가속

도값을 식 (3.8.27)에 대입하여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주파수 및 감쇠비에 대해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적분

을 수행하여 지진응답을 구한 후, 최대응답을 해당 주파수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값으

로 한다. 또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주파수

별로 지진응답의 최대값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주파수별 응답스펙트럼을 구하게 된

다. 

여기서 사용되는 β는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덜 보장되지만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

기 좋은 1/6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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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 개발 환경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ALLFRS)의 개발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자유도 응답 프로그램의 성능: 인정된 적분방법에 의한 응답산정 

(2) 입력 요구 사항: 지진파 응답 감쇠비: 최대 10개 지원 

(3) 요구 입력 지진파:  지진파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진파의 최대용량까지 

처리가능 하도록 설계 

(4) 출력 기능: 변위, 속도 및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및 가속도의 최대값과 해당 최

대값의 발생 시점 

(5) 프로그램 언어: FORTRAN 

(6) 프로그램 컴파일러: POWER STATION 4.0 이상 

(7) 프로그램 O/S: Windows 95이상 

(8) 완성 프로그램 형태: 소스코드와 실행코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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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지진평가시스템의 검증 

1.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검증 

가.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한 예제 해석 

개발된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해석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1) 캔티레버(cantilever)의 모드중첩 시간이력 응답해석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9.1과 같은 캔티레버

(cantilever)의 절점 1에 그림 3.9.2의 지반가속도가 입력되는 경우 캔티레버에 발

생하는 응답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을 이용하여 모드중첩방

법으로 캔티레버 모델의 응답이력을 구하였으며, 모두 8개의 굽힘모드를 포함하는 

응답시간이력을 구하였다. 또한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의 해석 결과를 검증

하기 위해 전산코드 “DRA2”[20]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3.9.1은 PCMSAP과 DRA2를 이용하여 구한 그림 3.9.1의 캔티레버의 초기 

8개 굽힘모드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3과 그림 3.9.4는 각각 PCMSAP

과 DRA2에 의해 계산된 횡변위와 고정단의 모멘트를 나타내며, 두개의 프로그램

을 통해 구한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3.9.1 캔티레버 모델의 절점 및 부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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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캔티레버 모델의 절점 1 에 적용된 지반가속도 

 

표 3.9.1 캔티레버 해석을 통하여 구한  8 개 굽힘모드의 고유주기 

모드 번호 DRA2(초) PCMSAP(초) 

1 

2 

3 

4 

5 

6 

7 

8 

525.79 

85.368 

30.965 

16.059 

9.9006 

6.8276 

5.1865 

4.3777 

525.8 

85.37 

30.96 

16.06 

9.901 

6.828 

5.186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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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DRA2 와 PCMSAP(붉은선)의 횡변위 해석결과 비교 

 

 

그림 3.9.4  DRA2 와 PCMSAP(붉은선)의 모멘트 해석결과 비교(절점 1) 

 262



(2) 원형관의 모드중첩 시간이력 응답해석 

그림 3.9.5와 같이 양단이 단순지지(simply supported)된 원형관에 그림 3.9.6

과 같은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의 시간이력 응답을 지진평가시스템의 구조해석 프로

그램인 PCMS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이력 응답은 모드중첩방법으로 계산

하였으며, 20개 모드를 고려하였다. 표 3.9.2는 PCMSAP을 이용하여 계산한 모드

별 진동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9.7은 PCMSAP과 Timoshenko-Love해석

법[21] 그리고 직접 적분법등에 의해 계산된 원형관의 반경(radial)방향 변위을 보

여주고 있으며, PCMSAP의 해석결과가 직접적분법과 Timoshenko-Love해석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9.5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원형관 모델 

 

 

그림 3.9.6 원형관에 가해지는 하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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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 원형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구한 고유주기(초 x 10-3) 

모드수 T.L.S. PCMSAP 

1 

5 

10 

15 

20 

1.2788 

0.62140 

0.32983 

0.17463 

0.11497 

1.2790 

0.6214 

0.3298 

0.1746 

0.1150 

 

 

그림 3.9.7 반경(radial)방향 변위 해석결과 비교(PCMSAP(붉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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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자유도를 갖는 보의 시간이력 응답해석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의 정확성을 검증

하기 위한 하나의 예제로서 그림 3.9.8과 같이 3방향의 자유도를 갖는 2개의 보요

소로 구성된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9.8의 구조해석 모델[18]

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하나로 지진입력운동 1방향을 z축(수직방향)으로 작용시켜 

시간이력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22]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SAP2000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PCMSAP)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3.9.3은 SAP2000과 PCMSAP의 고유치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고유치가 동일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9.8 2 개의 보요소로 구성된 구조해석 모델 

 

표 3.9.3 SAP2000 과 PCMSAP 의 고유치 해석결과 비교 

Mode No. SAP2000 (Hz) PCMSAP (Hz) 

1 3.43 3.44 

2 7.86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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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와 그림 3.9.10은 SAP2000과 PCMSAP의 응답시간이력과 응답스펙

트럼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잘 일치함을 관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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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SAP2000 과 PCMSAP 의 해석결과 비교(변위시간이력) 

 

 

0.1 1.0 10.0 100.0
Frequency (Hz)

0

5

10

15

20

Ac
ce

le
ra

tio
n 

(g
)

SAP2000

PCMSAP

 

그림 3.9.10 SAP2000 과 PCMSAP 의 해석결과 비교(가속도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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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의 검증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나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하나로 설계시에 얻은 구조해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1)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고유 진동수의 비교 

표 3.9.4는 하나로 설계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SAP을 이용하여 하나

로 설계시에 구한 원자로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지진평가시스템의 구조해석 프로그

램인 PCMSAP 을 이용하여 구한 고유진동수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3.9.4에는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에 의한 해석결과도 나타내고 있다. 

 

표 3.9.4 PCMSAP 과 MSAP 에 의한 고유진동수 해석결과의 비교 

Mode No. MSAP PCMSAP 오차(%) SAP2000 오차(%) 
1 6.92 6.94 0.3 6.93 0.2 
2 6.95 7.02 1.0 6.96 0.1 
3 8.30 8.35 0.6 8.28 0.3 
4 11.20 11.20 0.0 11.20 0.0 
5 13.52 13.62 0.7 13.45 0.5 
6 14.04 14.22 1.3 13.93 0.8 
7 14.35 14.37 0.1 14.32 0.2 
8 14.85 14.86 0.1 14.69 1.1 
9 15.94 16.00 0.4 15.85 0.6 
10 16.55 16.54 0.1 16.53 0.1 
11 17.08 17.12 0.2 16.99 0.5 
12 17.96 17.99 0.2 17.87 0.5 
13 18.67 18.67 0.0 18.68 0.0 
14 18.89 18.87 0.1 18.88 0.0 
15 19.51 19.54 0.2 19.42 0.5 
16 20.35 20.39 0.2 20.27 0.4 
17 22.50 22.57 0.3 22.17 1.5 
18 23.72 23.73 0.0 23.22 2.1 
19 24.16 24.46 1.2 23.77 1.6 
20 25.15 25.23 0.3 24.91 0.9 
21 25.55 25.59 0.2 25.13 1.7 
22 26.25 25.94 1.2 25.53 2.8 
23 26.41 26.38 0.1 26.36 0.2 
24 27.88 27.95 0.3 27.31 2.0 
25 30.31 29.78 1.7 28.08 7.4 
26 31.03 31.09 0.2 30.34 2.2 
27 31.43 31.59 0.5 30.58 2.7 
28 32.27 32.44 0.5 31.42 2.6 

평균오차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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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4를 관찰해보면 PCMSAP의 해석결과와 MSAP 의 해석결과는 평균 1% 

내외의 작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PCMSAP의 해석결과와 SAP 2000의 해석결

과도 평균 1% 내외의 매우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CMSAP의 해석결과와 MSAP 의 해석결과가 일치하므로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

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PCMSAP

의 해석결과는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의 해석결과와도 일치하므로 구조해석 프

로그램인 PCMSAP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2) 주요 지점의 층응답스펙트럼 비교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PCMSAP과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의 시간이력해석에 대한 응답 결과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가속

도 시간이력을 그림 3.9.11과 같이 작성하였다. 첫 번째 시간이력은 0.001초 간격

으로 1초의 지속시간을 갖는 고유진동수 4.4Hz의 정현파 함수이며, 두번째 시간이

력은 0.001초 간격으로 5초의 지속시간을 갖는 인공지진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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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현파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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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공지진파 

그림 3.9.11 층응답스펙트럼해석 검증용 시간이력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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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의 시간이력을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모델의 x방향으로 작용시키

면서 PCMSAP과 SAP2000의 시간이력 해석을 각각 수행하여 원자로 건물의 구조

해석 모델의 절점 4번과 절점 36번의 수평응답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9.12와 그림 3.9.13에 나타내었다. 그림 3.9.12와 그림 3.9.1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프로그램에 의한 시간이력 해석 결과는 만족스럽게 일치하므로, PCMSAP의 해

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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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현파에 대한 응답비교 (절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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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현파에 대한 응답비교 (절점 36) 

그림 3.9.12 정현파 입력에 대한 PCMSAP 과 SAP2000 의 시간이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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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공지진파에 대한 응답비교 (절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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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공지진파에 대한 응답비교 (절점 36) 

그림 3.9.13 인공지진파에 대한 PCMSAP 과 SAP2000 의 시간이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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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나로 원자로 구조물 내진해석 모델의 검증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대상인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해석 모

델은 과거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내진해석 시 적용된 AECL의 집중질량 보요소 모

델[23]과 참고문헌 [24]를 참조하여 그림 3.9.14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또한 구조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CMSAP과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해석 결과를 AECL의 해석결과[23]와 비

교하였다.  

 

 

그림 3.9.14 지진평가시스템에 사용된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해석 모델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 구축시 전체 원자로 구조물을 단순화하여 

집중질량 보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x방향은 1.3% , y방향은 2.0%의 모드 감쇠비

를 가정하였다. 또한 수중 원자로구조물 모델링에 필요한 동적유체질량은 참고문헌 

[24]를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표 3.9.5는 원자로구조물의 재료 특성을 나타내며, 표 3.9.6은 구조해석 모델링

에 사용된 원자로구조물의 강성을 나타낸다. 또한 표 3.9.7은 수중 원자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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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질량 특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9.5 원자로 구조물의 재료 특성 

구성기기 재  료 탄성계(GPa) 포아송비 밀도(kg/m3) 

Plenum 
Stainless 

Steel 
187.8 0.28 8,030 

Reflector 
Zirconium 

Alloy 
88.1 0.346 6,550 

Chimney 
Aluminum 

Alloy 
66.2 0.33 2,680 

 

표 3.9.6 원자로 구조물 모델의 강성 특성치 

요소 절점간격 Ac As2 As3 Tc I2 I3 

1 1~2 0.2198 0.1129 0.1129 0.2210 0.1105 0.1105 

2 2~3 0.1269 0.0645 0.0645 0.1269 0.0647 0.0647 

3 3~4 0.0716 0.0374 0.0374 0.0144 0.0072 0.0072 

4 4~7 0.1289 0.0851 0.0851 0.0144 0.0087 0.0072 

5 7~8 0.1475 0.1035 0.1035 0.0144 0.0091 0.0072 

6 8~9 0.1334 0.0889 0.0889 0.0144 0.0081 0.0072 

7 9~10 0.1218 0.0792 0.0792 0.0144 0.0077 0.0072 

8 10~11 0.0924 0.0547 0.0547 0.0144 0.0072 0.0072 

10 4~5 0.0229 0.0124 0.0124 0.0008 0.0004 0.0004 

12 4~6 0.0229 0.0124 0.0124 0.0008 0.0004 0.0004 

 

표 3.9.7 원자로 구조물 모델의 질량 특성치(수중 원자로) 

절점 sumMX sumMY sumMZ 

1 2.2169 2.0966 1.7765 

2 1.6751 1.5578 1.3377 

3 0.8882 0.7841 0.5187 

4 0.1461 0.1782 0.0548 

5 0.0265 0.0293 0.0223 

6 0.0265 0.0293 0.0223 

7 0.1504 0.1768 0.0674 

8 0.1037 0.1302 0.0208 

9 0.1290 0.1555 0.0461 

10 0.1221 0.1485 0.0392 

11 0.0423 0.0555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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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8은 PCMSAP과 상용프로그램인 SAP2000을 이용하여 원자로 구조물 모

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고유진동수와 AECL에서 구한 고유진동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9.8을 관찰해보면 모드별 고유진동수들이 유사한 값을 나타냄

을 알 수 있으며,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된 원자로의 구조해석 모델은 실제 원자

로의 동적 거동 및 진동특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8 원자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비교(수중 구조물의 모드해석 결과) 

Mode No. AECL SAP2000 PCMSAP 

1 
2 
3 
4 
5 
6 
7 
8 
9 
10 

17.46 
18.67 
32.00 
40.55 
42.46 
45.37 
48.99 

- 
- 
- 

17.52 
18.74 
39.15 
39.58 
43.85 
45.65 
51.63 
53.40 
101.54 
103.40 

17.47 
18.69 
39.85 
40.12 
44.38 
46.54 
50.79 
52.61 
101.30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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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검증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은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SES) 뿐만 아니라 하나로 지진감

시 분석시스템(SMAS)에도 사용되며 별도의 해석모듈을 통하여 응답스펙트럼값을 

계산한다. 즉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3대의 삼축가속도

계에서 계측된 지진신호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때 두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두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응답스

펙트럼값은 상호 일치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

(SES)에서는 층응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CMPMAX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시간 증분 동안 선형으로 변하는 하중을 받는 선형 구조물의 운동 방정

식의 정해(exact solution)를 기본으로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한다[19]. 하나로 지진

감시 분석시스템(SMAS)에서는 하나로 설계시 사용된 Newmark-β의 1/4법[19]

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평가시스템과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층

응답스펙트럼해석 알고리즘이 동일한 해석결과를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CMPMAX 방법과 Newmark-β의 1/4법을 사용하여 구한 층응답스펙트럼을 비교

하였다. CMPMAX 방법과 Newmark-β의 1/4법의 비교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된 시

간 증분은 0.001초 및 0.002초이며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간격이 0.001 초인 경우의 층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 비교 

그림 3.9.15는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절점 4에

서의 x방향의 응답을 나타내며, 이때 시간간격은 0.001초이며, 지속시간은 15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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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5 층응답스펙트럼 비교를 위해 작성된 가속도 시간이력(0.001 초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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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6은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MPMAX방법, 지진감시 분석시스

템에서 사용하는 Newmark-β의 1/4법에 의해 계산된 그림 3.9.15의 시간이력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층응답스펙트럼해석시 적용된 감쇠비

는 2%이며, 그림 3.9.16에는 Newmark-β의 1/6법에 의한 계산결과도 함께 표시

하고 있다. 그림 3.9.16을 관찰해보면 시간간격이 0.001초인 경우 CMPMAX방법, 

Newmark-β의 1/4법, Newmark-β의 1/6법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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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6 해석프로그램별로 얻은 응답스펙트럼의 비교(0.00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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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간격이 0.002 초인 경우의 층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 비교 

그림 3.9.17은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한 절점 4의 응답을 0.002초 

간격으로 계산한 가속도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9.18은 CMPMAX 알

고리즘과 Newmark-β의 1/4법을 이용하여 그림 3.9.17의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을 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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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7 층응답스펙트럼 비교를 위해 작성된 가속도 시간이력(0.002 초 간격) 

그림 3.9.18을 관찰해보면 시간간격이 0.002초인 경우에도 지진평가시스템과 지

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MPMAX 알고리즘과 방법 Newmark-β의 1/4

법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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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8 해석프로그램별로 얻은 응답스펙트럼의 비교(0.002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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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는 0.002초간격으로 지진신호를 취득하며, 지진

평가시스템에서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0.002초간격으로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의 지진신호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및 층응답스펙트럼해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간격이 0.002초인 경우 CMPMAX 알고리즘과 

방법 Newmark-β의 1/4법이 동일한 층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를 나타내므로 두 

시스템을 통해 구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결

과들은 Newmark-β의 1/6법을 적용하여 구한 층응답스펙트럼과도 일치하므로 하

나로 지진평가시스템에서 적용된 CMPMAX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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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평가시스템의 현장성능시험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제작한 후 지진평가시스템을 통합제어하는 MMI 프로

그램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시험요건

이 만족되어, 지진평가시스템이 설계시방대로 제작되었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현장성능시험에 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드웨어 성능시험  

지진평가시스템의 하드웨어 성능시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하드웨어 성

능시험을 통해 지진평가시스템의 하드웨어가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1) 지진평가시스템 하드웨어의 전원 on/off 기능을 확인한다. 

(2) 하드웨어의 운영체계의 작동기능을 확인한다. 

(3) 하드웨어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CPU 처리속도, 보조 기억장치 등)한다. 

(4)  하드웨어 시스템의 데이터 입,출력(키보드, 화면, CD, 디스켓등) 장치의 기능

을 확인한다. 

(5)  지진평가시스템을 지진감시 분석시스템과 네트워크(LAN)로 연결한다. 

(6)  지진감시 분석시스템과의 네트워크(LAN) 연결을 확인한다. 

(7)  지진평가시스템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으로부터 지진신호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8)  지진평가시스템을 외부 프린터와 연결한다. 

(9)  지진평가시스템의 자료를 외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0) 지진평가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나. 소프트웨어 성능시험 

지진평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성능시험은 지진파 처리시험, 원자로 건물  및 원자

로 구조물의 구조해석 시험, 응답시간이력 도출 시험, 층응답스펙트럼해석 시험, 지

진 안전성평가 시험 및 보고서 출력 시험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성능시험을 수행

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며, 수행된 시

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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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파 처리 시험  

① 지진평가시스템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된 지진신호를 지진평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형식(format)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원자로 건물  및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해석 시험  

① 지진평가시스템 내에 원자로 건물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지진평가시스템 내에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구조물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⑤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건물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텍스트 파일)를 

생성하는지 확인한다. 

⑥ 지진평가 시스템이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텍스트 파일)를 

생성하는지 확인한다. 

⑦ 구조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지진평가시스템이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고유진동수가 하나로 설계자료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응답시간이력 도출 시험  

①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통해 위치별 응답시간이력을 

생성하는지 확인한다. 

②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을 통해 위치별 응답시간이력의 

최대값을 구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해석을 통해 위치별 응답시간이력을 

생성하는지 확인한다. 

④ 지진평가시스템이 원자로 구조물의 구조해석을 통해 위치별 응답시간이력의 

최대값을 구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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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응답스펙트럼해석 시험  

① 지진평가시스템에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원자로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② 층응답스펙트럼 작성프로그램이 내진해석기준 U.S. RG1.122 에 따라 

스펙트럼의 broadening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③ 층응답해석의 결과인 층응답스펙트럼에 대한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상용 그래픽 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진해석 결과의 층응답 스펙트럼 

그래프를 검증한다. 

 

(5) 지진 안전성 평가 시험 

① 지진평가 프로그램(MMI 프로그램)이 주화면 및 부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지진평가 프로그램에 설계 및 해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명령단추 및 

단축키가 있는지 확인한다. 

③ 설계 및 해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 설계 및 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방향별)가 화면상에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⑤ 지진해석 결과에 대한 원자로(건물) 구조해석 모델의 위치별 안전 및 초과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⑥ 주요기기(내진 Ⅰ등급 및 Ⅱ등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주요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건별로 검색(지진번호, 위치, 내진등급 

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⑧ 주요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수록한 전자 파일을 지진평가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⑨ 위치별 주요기기에 대한 평가용 현장사진(지진발생 전과 후)을 검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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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 출력 시험  

① 지진평가시스템이 지진평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 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입력지진 신호에 대한 자료(텍스트 및 그래프)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③ 원자로 건물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텍스트)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텍스트)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⑤ 설계 및 해석자료의 비교평가 자료(텍스트)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⑥ 설계 및 해석자료의 비교평가를 위한 그래프(방향별)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⑦ 위치별 주요기기에 대한 정보(계통번호, 내진등급, 기타특성 등)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⑧ 위치별 주요기기에 대한 평가용 현장사진(지진발생 전, 후)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⑨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의 요약자료(텍스트)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⑩ 지진평가 보고서를 A4 용지 크기로 세로방향으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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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지진감시시스템을 개선하여,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 다고 판단된다.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로 지진감

시 분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조사, 결정한 후, 이를 구현할 수 있

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제작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지

진신호 취득 및 저장, 경보 발생, 전원 공급, 지진신호 표시 및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의 정상작동 상태와 지진경보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하나로 부지에 발생하는 지진

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지진감시 및 분석 프로그램

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

며,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또

한 하나로에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 실시간으로 지진신호를 계측 분석하여 운전원

이 운전중인 원자로의 정지여부를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하 다.    

  제작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하나로 원자로 건물 계측기기실에 설치한 후, 현

장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제작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계 및 성능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시험하 다. 하드웨어에 대한 현장성능시험을 통하여 전원공급기의 전원

공급능력, 지진감지 센서, MCM에 설치되어 있는 VME 모듈 등 하드웨어의 작동 

기능을 시험하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지진 감시 및 분석 프

로그램의 성능 즉, 데이터 표시기능, 지진신호 분석기능,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관리기능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현장 계측센서를 연결한 

후 계측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통합 시험을 수행하

으며, 현장성능시험 결과 요구되는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이 

설계 시방대로 제작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진범주 I등급에 해당하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안전정지 지진(SSE)에 대해서

도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지진 발생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중에 대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내

진 특성과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 다.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은 

내진시험을 통과한 광 1발/고리 1발의 캐비닛 구조와 가능한 한 동일하게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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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하나로 캐비닛에 대한 내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로 지진감시 분

석시스템 캐비닛의 RRS(Required Response Spectra)를 내진시험을 통과한 광 1

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 캐비닛의 RRS와 비교하 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광 1

발/고리 1발 지진감시 캐비닛과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의 내진 특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광 1발/고리 1발의 지진감시 캐비닛과 하나로에 설치된 

캐비닛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하나로 지진감시 분석

시스템의 캐비닛 구조물은 광 1발 지진감시시스템을 기반으로 같은 제작자가 제

작하 기 때문에 상업용은 아니지만 광 1발/고리 1발 지진감시시스템 캐비닛의 

내진시험 결과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도 지

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캐비닛은 구조적으로 건전하며, 지진발생 후에도 지진감시 및 

분석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로에서는 지진감시 분석시스템 캐비닛을 설치하기 위해 캐비닛과 하부 철판

을 용접으로 고정한 후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하부 철판을 바닥에 고정하 다. 이러

한 용접부와 앵커볼트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진하중에 의해 

용접부와 앵커볼트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 및 하중을 산정하 으며, 산정된 용접부

와 앵커볼트의 응력 및 하중이 허용값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용접부

와 앵커볼트는 지진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캐비닛

을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용접부와 앵커볼트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실제로 하나로 운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

전원과 관리자가 새로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의 운전 및 점검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원과 관리자가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감시 감시계통에 관련된 운전절차서 및 점검절차서를 새로 개정하 으

며, 운전원에게 사용자 교육을 한 후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을 2002년 7월 하나로 운

전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로 부지에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 건물과 원자

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및 층응답스펙트럼 해석을 수행하고 원자로 건물과 원

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진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 다고 판단된다.

  하나로 지진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념 설계를 수행하 으며, 지진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 기술규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기술적 요건을 

확정하 다.

  지진응답 평가 대상인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에 의한 동적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또한 지진 안전성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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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설계기준(층응답스펙트럼)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지진평가시스템을 운 하기 위하여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에서 계측된 원자로 건물 

지반에서의 삼축 가속도의 시간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원자로 건물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지진응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구조해

석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가속도응답 시간이력 데이

터(응답시간이력)를 입력으로 하여 층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원자로 건물

과 원자로 구조물의 층응답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um)을 구하는 층응답스

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또한 구조해석 프로그램과 층응답스펙트럼 해

석 프로그램을 제어하며, 해석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 해석결과를 설계기

준과 비교하여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능, 지진 

안전성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등의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 기능

을 통합 제어하고,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지진평가시스템의 작동상태와 

출력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MMI(Man-Mach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지진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

발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결과를 하나로 설계시에 구한 원자로 

건물의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정

확성을 검증하 다. 그리고 개발된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층응답스펙트럼과 정확성이 검증된 층응답스펙트럼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개발된 층응답스펙트럼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또한 지진평가시스템의 현장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이 하나로 

원자로 건물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및 층응답스펙트럼 해석, 해석결과

와 설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지진 안전성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출력 등

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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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하나로 부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

었던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하나로 지진감시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의 지진감시 분

석시스템(SMAS)으로 개선하 다. 

개발된 지진감시 분석시스템은 현재 하나로 원자로 건물 3층에 위치한 계측기기

실에 설치되어, 2002년 7월부터 하나로 부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감시 및 분

석에 활용되고 있다.

  2차년도에는 하나로 부지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

게 지진에 의한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보

고서 형태로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는 지진평가 체계를 구축하 으며, 개발된 하나

로 지진평가시스템을 2003년 10월부터 지진발생 후의 지진 안전성 평가에 활용중이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진감시 및 분석 기술은 향후 다른 연구로나 원자력발전

소의 지진감시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지진감시 및 지진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프로그래밍 기

술은 지진감시 분야 이외의 다른 시스템 및 구조물의 진동감시 또는 진동분석 프로

그램을 새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된 지진평가시스템은 비 원자력 산업분야의 건물 및 구조물의 지진 안

전성 평가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향후 지진평가시스템의 국내 공급 및 외국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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