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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장 서 론
최근 일본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한반도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연구를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진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원전과 같이 국
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 등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
두되고 있어 이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진재해도 평가는 밝혀진 지진원 요소와 지진파 전파특성을 반영하는
결정론적인 재해도 평가와 불확실한 지진원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확률론
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원 요소에 대한 완전한 연구
결과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률론적인 지진재해도 평가가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개정된 10 CFR Part 100
및 안전규제지침 1.165에서 원전의 설계지진 평가에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프로그램의 입력 및 출력은 텍스트 기반이
대부분이여서 재해도 평가를 위한 자료의 입출력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확률론적인
지진재해도 평가는 다양한 입력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이들을 다시 통
계적으로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계산
프로그램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입출력 오류를 최소한으
로 줄이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신뢰
성 있는 지진재해도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진재해도 분석은 결정론적인 분석과 확률론적인 분석으로 구분된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시간 개념의 포함되는지의 여부인데 확률론적인 방법
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란 설계된 기간동안에 어
떤 장소에서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의 최대가속도가 정해진 확률에 의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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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값을 뜻한다. 그리고 확률론적 지진재해도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에
등가속도 곡선으로 나타내면 확률론적 지진재해 지도가 된다. 기존의 전통
적인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계산방법은 대상지역 내에 활동성 단층을 포함
하는 수 개의 진원구역을 설정하고(Cornell, 1968; Algermissen and
Perkins, 1976), 이 구역 내의 지진활동은 균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
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활동성 단층이 뚜렷이 나타나는 미국 서부지
역과 같은 곳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지진활동과 관련한 활동성 단층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기존 계산법에서는 지진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해
도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수의 연구자들의
지진구역 모델들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 동북부 지역 지진재해도 계산법에
대한 워크샵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법이 제시되
고 또한 검증되었다(Frankel, 1995). 즉 지진활동이 활발치 않은 지역에서
는 정확한 지진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진
활동을 공간적으로 평활화시켜 계산함으로써 진앙지 위치의 부정확성에 의
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 프로그램은 자료의
입력, 계산 과정, 결과 출력 과정이 텍스트 기반이 대부분이여서 재해도 평
가를 위한 자료의 입출력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
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최근 지진학 관련 기반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원자력 분야와 직
접 관련된 연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등이 지
진학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에 필요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결과
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들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GUI 기
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프로그램 개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평가
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지진재해도 개념
지진 재해도(Seismic Hazard)란 과거의 지진 기록으로부터 미래에 지진으
로 인하여 지반운동의 크기가 어는 정도 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지진
위험도 (Seismic Risk)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재해도 분석 결과는 위험도

지진 재해도는 임의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하

여 야기되는 최대 지반 가속도 또는 응답 가속도를 발생 빈도로 나타내는
지역 고유의 물리량이 이다.

지진 재해도 평가만으로 그 지역에서 구조물

또는 설비들의 위험도를 평가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진 재해도의 결과
에서 0.2g 또는 0.3g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예측하였어도 잘 지어진 현대 구
조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내진 대책인 반영되진 않은 비내력 구조물을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내력 구조물보다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지

진 위험도는 지진 재해도와 지진 취약도(Seismic Fragility)와 곱으로 정의
되며 경제적 피해 및 수명 안전성(Life-safety)등의 용어로 표현된다.

결국

동일한 지진재해도- 예 0.2g-에서 동일 건축비용 및 동일 거주조건인 경우
에도 비내력 구조물은 내력구조물 보다 위험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재해도가 큰 경우라도 지진 위험도는 작을 수 있고 사회적인 조
건에 의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진 재해도 분석은 결정론적인 재해도 분석과 확률론적인 분석으로 구분
된다. 두 방법의 큰 차이는 시간개념의 포함되는지 여부로 확률론적인 방법에
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란 설계된 기간동안에 어떤

장소에서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의 최고 가속도가 정해진 확률에 의해 초과할
값을 뜻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은 지진위험도 분석 및 지진에 의한 구조물취약
도 분석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며, 그 자체의 목적으로 지진위험구역도
(seismic hazard map)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 지도는 특정한 초과빈도에 대
한 지반운동파라미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지반운동파라미터로는 최대 지반가
속도 및 특정주파수의 스펙트럼가속도 값일 수 있다. 빈도는 특정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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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초과 확률이나 연평균 초과확률로서 표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진
위험구역도는 지진재해도 곡선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확률론적인 지진재
해도 방법의 사용은 다음 3가지 주요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활성단층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없거나 지표단층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와,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기록에 의해 지진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 등이 불완전(incompleteness)하거나 부정확하
여 시간적인 지진발생 및 공간적인 지진지체구조구(seismic zonation)의 분
류 및 지반운동의 거리 감쇠식 등에 대해 지진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서
로 상이한 경우,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함.

․주요 시설(예: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시 자연적인 외부사
건의 하나인 지진의 시간에 대한 위험수준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

1. 결정론적인 지진재해도 분석방법
(Determin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결정론적인 지진재해도 분석 방법은 지진원 및 전달특성 그리고 지진활동
성이 계측지진 혹은 역사지진 자료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진 다발(多發)지역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결정론적
인 지진재해도 방법의 최대 단점은 공학적인 구조물 설계에서 중요한 개념
인 시간에 대한 지진재해도 평가가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예상되는
지진의 크기 만을 계산하지 이 크기의 지진이 몇 년 간의 빈도로 재발할 것
인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지구과학 전문가들이 제
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지진재해도 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일반적인 결정론적인 지진재해도 분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활성단층 위치 결정
② 각 활성단층의 최대잠재 지진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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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험적인 지진감쇠식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평균 최대지반가속도는 일반
적으로 R(거리)와 M(규모) 의 함수로 나타난다.
④ 단층과 부지의 최단거리에 대한 부지 PGA 결정
⑤ 최대잠재지진(MPE;Maximum Potential Earthquake, MHE; Maxi-mum
Hypothetica) 및 설계지진(SSE;Safety Shutdown Earthquake)" 에 대한
응답스펙트럼 작성

결정론적인 지진재해도 방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SSE를 결정하
는데 이용되었다.

2. 확률론적인 지진재해도 분석방법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의 첫 번째 과정은 지진원 구역(Seismic source
zone; SSZ)을 정하는 과정이다. 둘째로 설정된 지진원구역에 대한 지진빈도
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Gutenber-Richter 크기 빈도 관계식을
이용한다.
logN=a -bM

이때 N은 지진 발생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엄격히는 단위 면적, 단위 시
간당 규모(M)를 초과하는 지진발생 회수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a, b는 특정
지역의 지진활동성(seismicity)과 관련있는 고유의 상수이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의 다음 과정은 지반운동의 거리감쇠식을 알아
내는 과정이다. 이는 특정한 지반운동의 크기나 이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원에 대해 지진원에서 부지까지의 거리 및 이때의 지반운동값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각각의 거리(R)에 대한 면적

π R 2 을 계산 이 면적을 총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 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관심지역에서 지반운동의 가속도 값이 특정한 값 이상일 경우의 확률이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및 지진재해도 분석의 유사 형태는 지진 및 이
에 수반되는 현상이 구조물, 기기, 인명에 종합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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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 지질학자, 지진학자, 지구물리자 등이
이런 부류의 주류이긴 하지만 절대 다수는 아니며, 투자 위험도를 고려해야
하고 발생할 위험을 감수할 경영자를 위해 자연공학(engineering science)
자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구조물의 Pf,, 파괴확률, 혹은 평균 파괴빈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Pf
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지만 우선 10-4/yr라고 가정하자. 이 이야기는 1000
년에 한 번의 확률로 구조물이 파괴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Pf,가 어떻게 구조물의 설계나 건설에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구조물부지의 지
진재해도 곡선이다. 지진재해도 곡선, H (a ) (a:지반가속도)는 지금까지 줄곧
다뤄왔던 연초과 확률의 하나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취약도곡선,

F (a ) 인 것이다. F (a ) 는 a의 증가에 따른 구조물의 파괴확률이다.

H (a ) 는

a값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H (a ) 에 F (a ) 의 미분값인 F (a ) 를 곱하고 모든
a에 대해 적분하여 Pf를 얻을 수 있다.

 



∞

      



물론 F (a ) 는 구조물을 얼마나 건실하게, 얼마 만큼의 물량을, 어떤 방식
으로 건설했는가에 좌우된다.
지진재해도 결과는 지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얻어진 결과이
므로 지진분해의 개념을 이용하여 UHS(Uniform Hazard Spectrum) 등의 지
반운동을 확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지진분해(De-aggregation)는 지진규

모 및 진앙거리의 범위에 따른 가상(假想)지진의 지진재해도 기여도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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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계산
지진은 부지의 지질특성, 지표변이의 진행, 단층면을 따른 미끄러짐, 지표
붕괴, 진원등과 같은 여러 변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현상이다. 진원에서
대상부지까지 전달되는 지진에너지의 크기는 지진의 규모,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진원의 깊이, 지역의 지질특성, 단층이동의 형태, 지진파의 특성 등에
좌우된다. 부지의 지반운동은 가속도, 속도, 변위, 지속시간 등과 같은 지반
운동계수 혹은 응답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대상 부지의 지진재해도를
완벽히 묘사하려면 이상의 모든 변수들과 지진파의 전달과정, 구조물에의 지
반운동입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진재해도는 보
통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반운동계수, 예를 들면 첨두지반
운동가속도 등의 빈도분포로서 간단히 나타낸다. 재해도 분석에서 고려하는
주요 인자 및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원(Seismic Source) : 단층이나 지체구조구, 지진원 조사
2) 재래주기(Recurrence) : 대상 지역에서의 지진기록 조사에 의한 규모별
지진의 발생빈도 산정
3) 감쇠(Attenuation) : 지진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감쇠관계를 파악하여
부지의 진도(Intensity) 산정
4) 지진재해도(Seismic Hazard) : 이상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반운동 계수에
대한 각 준위별 초과빈도 계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해진 대상부지의 재해도분석 결과는 취약도 분
석 결과와 조합되어 대상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으로 인한 파손빈도를 구하
는 자료로 이용한다.

1. 지진재해도분석 모델

지진재해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앞항에서 언급한 수많은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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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해도를 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재해도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몇 가지 입수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질과 양에 지배적인 변수만을 고려한다. 지진재해도모델은 지금까지 여러
지진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구축되어 왔다. 본 절차서에서는 1979년
Kulkarni가 제안한 모델을 이용한 재해도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nqjsWo 지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대상 부지의 지반운동
가속도 A가 어떤 값 a를 초과할 연간 빈도 vn (a ) 를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vn = 지진원의 활성도(Activity Rate of the Source) : n번째 지진원
에서의 연간

평균 지진 발생 횟수

f n (mi ) = 지진원에서 지진규모 mi 를 가진 지진이 발생할 빈도
mi = 지진 i의 Richter 지진규모
f n (rj ) = 진원에서 대상 부지까지의 거리가 rj 가 되는 빈도

f A| mi . rj ( a ) = 지진규모 mi 와 지진원으로 부터의 거리 rj 가 주어졌을 때
부지의 지반운동변수 A가 a를 초과할 빈도

vn ⋅ f n (mi )

값은

log N = a0 − b0

잘

알려진

Gutenberg-Richter의

재래주기

관계식

mi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N은 지진규모 mi 를 초과하

는 지진의 연간 발생횟수이고, a0 와 b0 는 대상 지역의 지진성에 관계되는 상
수이다.
f n (rj ) 는 지진원으로 부터의 부지의 위치를 정의한다. 실제로 지진원은 수

많은 분리된 점진원으로 나누어지며 거리 rj 는 점진원에서 부지까지의 거리
를 나타낸다. 또한 f A| mi . rj ( a ) 항은 진원에서 부지까지의 지반운동 감쇠를 나타
내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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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a ) 를 부지 주위의 모든 지진원에 대하여 합산하면 지반가속도 a를 초과
하는 지진의 연간 평균 총 발생 횟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vn (a) = ∑ vn (a )
n

지반운동 가속도 A가 a보다 적은 지진이 발생할 연간 빈도를 H(a)라 하면,
이 값은 강진운동을 Poisson 사건으로 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즉,

H (a) = e− v ( a )

지반운동 가속도 A가 범위 a와 (a + ∆a ) 사이에 있는 지진이 발생할 연간 빈
도 h(a)는

h(a ) = H (a + ∆a ) − H (a )

그런데 재해도 산정치 h(a)를 구하는데 고려되는 지진원, 재래주기, 감쇠법
칙 및 계산과정 등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선택적인 가정을 도입한 확률론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한다. 결국, 대상부지
의 지반운동 가속도에 대한 지진발생빈도는 불확실성이 고려된 재해도 곡선
군으로 나타내어진다.

2. 지진재해도 분석절차

지반가속도에 대한 연간초과빈도를 계산하기 위한 지진재해도 분석 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원 조사 및 지진대 설정
지진재해도분석의 첫째 단계는

잠재적인 지진발생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지진특성별로 묶어 지진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지진대의 설정은 지질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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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구조적 특성과 지진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설정된다. 즉, 선정된 부지주위
에서 발생한 과거의 수많은 기록지진을 바탕으로 지진학, 지질학, 지체구조
학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지진원을 구하고, 이들 지진원은 다
시 지진특성별로 묶은 여러 개의 지진대(Seismic Zones)로 나누는 것이다.
기록지진을 바탕으로 구한 최종 지진원은 산발적인 점형태로 나타나는 점진
원( Pi ), 단층대를 따라 나타나는 선진원( Fi ), 지역군으로 나타나는 지역진원(

Ai )등으로 나타나므로 특성별 지진대 선정 시 이를 사용한다.

2) 재래주기 결정
기록지진을 이용하여 지진이 발생할 지진대를 결정하고 나면 각 지진대별
로 일정 기간내에 지진이 발생할 지진횟수인 재래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는 Gutenberg-Richter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Log10 N = a0 − b0

mb .

N : 지진규모 mb 를 초과하는 년간발생회수

mb : 진양지의 지진강도로부터 구한 실체파지진규모

이 식에서 a0 는 지진활성도와 관련된 상수로서, 이 값은 과거의 기록지진
을 사용하여 각 지진대별로 진도-규모별 전환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또

a0 는 재래주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Richter상수이다.

제한된 지수 함수적

분포는 각 지진지체구조구에서의 지진규모의 상대빈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지진발생율은 역사지진기록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3) 지반운동결정
지진지체구조구의 설정과 통계적 지진분석 단계 다음의 세 번째 단계는
지반가속도 감쇠함수를 유도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다. 즉, 지진원에서 발생된
지진에너지는 진앙에서 대상부지까지 전달되는 동안 소위 감쇠현상으로 인
하여 그 크기 및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부지의 지반운동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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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반에 부합되는 감쇠현상을 효과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반
가속도의 감쇠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경험식이 있으나, 부지특성에 따라 결
정되는 공식이므로 일반화된 식을 구할 수는 없다. 현재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몇가지 감쇠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Nuttli & Herrmann이 제안한 감쇠식은 미국 중부에서 발생된 지진
의 실체파의 전달기록에서 유도된 식으로서 아래와 같다.

Ln

a p = 1.265 + 1.15 mb - 0.0044R - 0.833LnR

여기서, a p = 감쇠된 부지의 지반가속도(cm/ sec 2 )
R = 부지에서 진앙지까지의 거리(km)

mb = 진앙지에서의 실체파지진규모

Campbell이 제안한 감쇠식도 Nuttli & Herrmann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유
도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Ln a p = -4.9 + 0.922 M - 1.27 Ln(R+25.7) - R
여기서, r = 0.023 - 0.0048M + 0.00028 M 2
M = 1.02 mb + 0.30 ( mb < 5.6)
M = 1.64 mb - 3.16 ( mb ≥ 5.6)

Klimkiewicz식과 McGuire식은 MM진도로부터 유도된 식으로 아래와 같다.

I s = -1.43 + 1.79 mb - 0.80 LnR - 0.00184 R
Ln a p = 0.831 + 0.851 I s
(Klimkiewicz가 제안한 감쇠식)
Ln a p = 1.45 - 0.359 InR + 0.68 I s
(McGuire가 제안한 감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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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함수에 의해 계산된 최대가속도는 중앙값이며, 실제의 값은 대수정규
분포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앞에 제시한 식들에서와 같이 감쇠특성은 부지
에서 진앙지까지의 거리와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감쇠식을 사용하여 재해도를 구하느냐에 따라
재해도결과가 좌우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4) 지진재해도 계산
재해도분석에서 지진재해도를 구하는 다음 단계는

각 지진대별, 지진규모

별로 모든 인자를 고려하여 부지의 지반운동가속도 A가 어떤 값 a를 초과할
년간초과 빈도를 계산하고, 이 과정을 전 지진대에 대해 수행하여 여러 개의
지진재해도곡선을 구해내는 것이다.

5) 지진재해도 결과
4)의 지진재해도 계산은 모든 지진원이 동시에 활성이라는 가정하에 계산
된다. 그러나 지진과 관련된 물리적인 발생기구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원의 활성, 비활성의 판단여부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고, 이 불확
실성에 따라 라)의 지진재해도 계산 결과를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
의 주요 요소로는 지진원의 활동성, 지반운동 거리-감쇠식, 지진활동성, 지진
최대규모 등이며 이런 요소의 불확실성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논리수목(logic tree)이 많이 이용된다. 논리수목을 이용한 최종결과는
지진재해도 hi 와 이에 상응하는 확률 Pi 의 벡터로 표시될 수 있다.
(h1 , h2 , ⋅ ⋅ ⋅ , hn )
( p1 , p2 , ⋅ ⋅ ⋅ , pn )
여기서 n은 지진재해도 곡선의 총 개수이다.
*
위 벡터 결과를 기반으로 hi (즉, Pi ( A > a ) )의 누적확률분포(CDF)를 계산
*
할 수 있으며, 주어진 CDF에 대해, 임의의 분율(fractile)에 대한 Pi ( A > a )

가 선택될 수 있다
지진재해도 결과는 종종 평균값, 즉 기댓값으로 표현되는데 주어진 지반운
동값에 대해 연초과확률의 CDF에 대한 기댓값(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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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E ( X ) = ∫ xfx( x)dx
0

이 경우 x는 P( A > a* ) 이며 fx( x) 는 X의 확률밀도함수이다.
식 부분적분하면
∞

E ( X ) = − x(1 − Fx( x))| ∞0 + ∫ (1 − FX ( x))dx
0

여기서 FX ( x) 는 X의 누적확률분포이며, 우변의 첫 항이 0임을 고려하면

∞

E ( X ) = ∫ (1 − Fx( x))dx
0

여기서 피적분항은 보누적확률분포(complementary CDF)이다.
평균값 이외에 지진재해도 곡선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Percentile이 있다.
85th 및 15th percentile은 보누적확률분호에서 누적확률분포값이 0.85 및
0.15에 해당하는 연초과확률 값이며, 지진재해도 입력자료의 여러 조합 및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 총 지진재해도곡선 분포의 각 지반가속도별 분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6) 민감도 분석
지진재해도의 불확실성 정량화는 지진재해도의 가능한 여러 입력자료인
매개변수 등을 논리수목 상에서 선택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입력자료간
의 상호관계와 지진재해도 결과의 영향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지
진재해도 곡선 작성 후 각 매개변수의 지진재해도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민감도 분석은 임의의 입력 매개변수에 대한 지진재해도 결과
를 따로 분리하여 정렬함으로써 수행된다. 지진재해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매개 변수로는 다음과 같은 입력자료가 있다.
- Earth Science Teams
- Groun motion attenua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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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source combinations
- Seismicity options
- Maximum magnitude
각각의 매개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매개 변수에 따라 계산 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재해도 불확실성 결과는 팀별로 정량화 될
수 있다. 각 팀에 대해서는 지반가속도 연초과확률에 대한 CDF가 만들어 진
다. 팀에 따른 지진재해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팀의 중앙값 지진
재해도 곡선이 도시된다. 중앙값 지진재해도 곡선이란 각 지반가속도에 대한
50%의 분율을 의미한다. 지반 감쇠식에 대한 민감도 평가를 위해, 임의의 지
반가속도에 대한 조건부 지진재해도 분포가 결정될 수 있다. 감쇠식에 대한
조건부 지진재해도 분포는 동일 감쇠식을 이용한 지진재해도 결과를 확인하
고 순서대로 정렬한 수 이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고려한 CDF이다. 이때의 가
중치란 각 논리수목의 최끝단에서 계산된 확률이다.

3. 지진구역화 방법(Cornell 방법)

구역화된 지진활동 정보로부터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1960년대 말 Cornell에 의하여 그 기초 이론이 설립되었다. 이 부분은 구역
화된 지진자료와 지반운동 감쇠식으로부터 지진재해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999)에서 정리한 것이다.
부지로부터의 거리가 r인 곳에서 크기 m인 지진이 1회 발생할 때 부지에
서 관측되는 지진동의 값이 y를 초과할 확률을 p( y|m,r)라고 하면, 가능한
모든 거리 및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의 초과확률py는 다음과 같다.

p y = P( Y≥y)
⌠ p( Y≥y|m, r)f ( m) f ( r) dm dr
= ⌠
m
R
⌡r ⌡
m

위에서 f M(m) 및 fR(r)는 각각 크기 및 거리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이다. 피적
분함수 중 조건부확률의 계산은 지진발생모델에 따라 다르다. 하나의 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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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지진의 크기에 따른 상대적 발생빈도는 다음의 Righter의 규모-빈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og N = a - bM
위에서 a, b는 상수이며, N은 크기 M보다 크거나 같은 지진의 발생횟수이
다. 위 식들로부터, 지진의 크기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fM(m)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f M = βk exp[-β( m - m min )],

m min ≤m≤m max

위 식에서 k-1 = 1-exp[-β(m- n min )], β= b ln10 이며 m min 및 m max 는 분석
된 지진의 최소 및 최대 크기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식 과 같은
지수형 분포도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더욱이 활성단층의 경우에는
위 식보다는 특성지진 모델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확률밀도함수 f R(r)은 지진이 부지로부터의 거리 r에서 발생할 확

률이 같은 것으로 가정되므로

r의 분포는 균질분포이다. 따라서 확률밀도함

수 fR(r)은 지진원의 기하학적 형태 및 지지원과 부지와의 배열 양상에 의하
여 결정된다.

주요 지진의 발생이 Poisson 분포를 따른다면, 연장평균 발

생빈도 ν 에 대하여 t년 동안 n회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 N = n ) =

e -νt(ν t) n
n =0,1,2,...
n!,

따라서 부지에서의 지반 운동 관측치 Y가

y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 n회 발

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 N = n|Y > y) =

e

- p y ν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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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νt ) n
n!,

n =0,1,2,...

t)
지진 공학적으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Y (max

즉, 기간 t (보통 1년) 동안의

최대값의 분포이다. 이에 대한 누적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t)
F Y t (y) = P[Y (max
≤y]
( )
max

= P[ N =0|Y > y]
= exp(- p yνt )
= [ F Y t (y)] t
( )
max

1)
에 대한 누적확률 분포이
위 식에서 F Y t 는 1년 동안의 관측 최대값 Y (max
( )
max

1)
다. 1년의 기간에 관측된 지반운동치 중 최대값 Y (max
가 y를 초과할 확률 즉

연간 지진재해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 y) = 1-FY

(1)
max

= 1-exp(-pyν)

위 식에서 R( y)는 지진재해도함수 또는 간단히 지진재해도이다.
부지 주변에 하나 이상의 지진원이 존재할 때 발생 빈도의 기대값은 각
각의 지진원에 의한 기대값의 합이다. 즉 부지 주변에 M개의 지진원이 존재
할 때 위 식의 지수에 포함된 연간 발생빈도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치환
된다.

M

p yν = ∑( p y ν) i
i =1

위에서 ( p y ν) i 는 i 번째 지진원에서 발생할 지진에 의하여 부지에서 관측되
는 지반운동치가 Y를 초과하는 연간발생빈도의 기대값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적지진원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점지진원으로 모델링된다.

이

경우 조건부 확률은 지반운동의 불확실성 ε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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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y-σy )
y-y
= φ (
)
σ
mean

p( Y≥y|m, r) = 1-φ

α

mean

c

α

위에서

φ는

누적표준정규분포이며,

φc = 1-φ이다.
여야 한다.

r' = r+r0

,

σ α는

ε의

표준편차,

단층 지진원의 경우에는 파괴면적의 크기를 계산에 반영하

여기에서는 파괴길이의 대한 내용만을 취급한다, 단층의 폭 경

사에 대한 정보는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단층의 파괴모델

을 사용하여 지진을 기술할 때는 먼저 지진의 규모에 따른 단층길이를 추정
하여야 한다. 파괴 길이와 규모 사이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log 10l r) mean = a l +b lm

여기에서 a l, b l 은 상수이다.
지반운동 감쇠식과 마찬가지로 파괴길이-규모 관계식에도 불확실성(예측
값과 관측값 사이의 차이)이 개입된다.

불확실성의 효과를 재해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괴길이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파괴

길이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며 그 분호함수의 평균은 위 식과 같으며 표준
편차는 관측 결과에 의하여 주어진다.
이상의 파괴길이-규모 사이의 확률개념을 도입하였을 때, 단층 상에서
발생한 하나의 지진에 대하여 피적분함수 중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p( Y≥y|m,r) = ⌠
⌡ p( Y≥y|m,r,l r )f L ( l r )dl r

위에서 l r 은 단층의 파괴 길이이며 f L( l r )은 다층 파괴길이의 확률밀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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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 지진평활화 방법(Frankell 방법)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란 설계된 기간동안에 어떤 장소에서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의 최고 가속도가 정해진 확률에 의해 초과할 값을 뜻한다. 그리고
확률론적 지진재해도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에 등가속도 곡선으로 나타내면
확률론적 지진재해 지도가 된다. 기존의 지진구역화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방법은 대상지역 내에 활성단층을 포함하는 수개의 진원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내의 지진활동은 균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비교적 활성단층이 뚜렷이 나타나는 미국 서부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지진활동과 관련한 활성단층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는 우
리나라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기존 계산법
에서는 지진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해도의 양상이 달라진
다. 그러므로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수의 연구자들의 지진구역 모델들이 필
요하게 된다. 최근 미국 동북부 지역 지진재해도 계산법에 대한 워크샵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법이 제시되고 또한 검증이 되
었다(Frankel, 1995). 즉 지진활동이 활발치 않은 지역에서는 정확한 지진발
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진활동을 공감적으로
평활화시켜서 계산함으로서 진앙지의 위치의 부정확성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역을 격자화시키고 지진자료를
입력하여 각 격자에서의 규모별 지진발생횟수를 구한다. 그리고 각 격자마다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부지의 격자에 u 0 가 넘는 가속도를 일으키는
지진의 연간발생률을 λ( u > u0 )라 한다. 지진의 연간 발생률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된 수 있다.

Nz N0

λ ( u > u 0 )= ∑ ∑ ∑
q=1 i=1 l
Nz

n li(u> u 0)
T
N0

= ∑ ∑∑
q=1 i=1 l

n li
P( u > u 0∣D k, M l)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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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 li ( u > u 0 )는 i 번째 격자 내의 지진 중에서 부지에 u 0 보다 큰 가속도
를 일으키는 l 번째 규모의 지진갯수를 뜻한다. 또한 T 는 지진자료에 해당하
는 총 관측기간(년)을 E뜻하며 N z 는 지진구역의 개수, N q 는 q 번째 지진구역
에서의 격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지진구역은 지진원 구역과는 다르며, 지
진활동의 특성 (규모-빈도수 관계식에서 b 값)은 같으나, 지진활동정도 (a값)
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진구역으로 정의된다. P( u > u 0∣D k, M ) 는 확률을 나타내
l

는 것으로 부지에서 거리 D k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일어난 규모 M i 의 지진
에 의해 부지에서 형성된 가속도 u 가 u 0 보다 크게 되면 1이 되고 그 외에는
0이 된다. 이와 같은 확률은 지진파에너지 감쇠공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감
쇠공식의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이 확률의 값이 0과1 사이의 경계부가 원
만한 경사의 연속적인 값으로 계산된다.
l

한편 Gutenberg-Richter의 지진규모-발생빈도의 관계인 log nT = a - bM i 를
만족시키는 지진의 경우에는 전 대상 지역 또는 수 개로 나누어진 지진 구
역내에서의 b 값을 최대 가능성 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규모
에 대한 뷸균등 관측기간을 고려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각 격자지역 내에서 a 값을 계산한다. 이때 앞에서 구한 b 값은 고정시키고
평균적 a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평균적인 a i 값으로부터 기준규모(reference
magnitude)에 해당하는 a rej
i 값을 계산한다.
Frankel(1995)의 방법은 위에서 구한 b 값과 a rej
i 값에 의해 기준규모에서
의 발생빈도

n rej
i 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다음과 같이 Gaussian

Function에 의해 공간적으로 평활화시킨다. 이에 반하여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n ref
i =

∑n ref
j e

- △ ij/c 2

j

∑e

- △ ij/c 2

j

여기서 △ ij 는 i, j 격자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c는 진앙지의 부정확성에 대한
고려를 해 주는 것으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거리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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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부지에서 u 0 이사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주변지진의
연간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nz

nq

λ( u > u 0 )= ∑ ∑ ∑
q=1 i =1 l

n li
P( u > u 0∣D k, M l)
T
nz

nq

= ∑ ∑ ∑10

log

n ref
i
- b( M i-Mref )
T

P(u > u 0∣D k,M l )

q=1 i =1 l

한편 Gutenberg-Richter의 지진규모-발생빈도 관계를 만족시키지 않는
특성지진의 경우는 주어진 지진자료 그 자체 그대로를 평활화시킨 다음 별
도로 지진의 연간발생률을 계산하게 된다.

nz Nq

λ( u > u 0 )= ∑ ∑ ∑
q=1 i=1 j

˜
n li
P( u > u 0∣D k,M l )
T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격자에서의 연간발생률을 구한 다음 역으로 미리 지
정해주는 연간 확률에 해당하는 가속도값에 근사하는 값을 보간하여 구한다.
연간 발생확률은 λ= t1 이며 t r 은 재현주기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tr =

1
1

1-(1- p)

td

여기서 t d 는 구조물의 설계기간(design life time)이며 p 는 초과확률을 나타
내며 주로 10%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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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UI 프로그램 개발

1. 개발 환경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진재해도 계산 그래픽 프로그램은 윈도우즈를 기반
으로 하는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프
로그램 작성에 사용한 컴퓨터 언어는 그래픽 처리와 관련된 부분 및 간단한
연산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비쥬얼 C++ 언어를 사용하였고 주된 계산을 담
당하는 부분은 FORTRAN 언어를 사용하였다. 사용 언어를 비쥬얼 C++로
단일화 하지 않은 것은 지진재해도 계산과 관련한 유용한 부프로그램들이
이미 FORTRAN 언어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서
이다.

반면에 비쥬얼 C++ 비교적 간결한 문법으로 뛰어난 그래픽을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주된 계산부분은 FORTRAN을 이

용하여 계산하고 이에 대한 입출력은 비쥬얼 C++이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
였다.

또한 작성된 프로그램은 범용적인 윈도우즈 환경에서 간단하게 응용

파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11에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
의 개발의 구성 및 흐름이 제시되어 있다

2. 프로그램 메뉴 구성

○ 감쇠식
- 지반운동 평가를 위한 감쇠식 불러오기 및 저장
- 감쇠그래프 디스플레이
○ 지진구역
- 지진활동 평가와 관련한 지진구역도 불러오기 및 저장
- 새 지진구역도 입력 및 수정
○

지진재해도 계산
- 지진구역화 방법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 지진평활화 방법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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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도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출력
- 지진재해도 계산 결과 출력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감쇠식

지진구역
read
새파일

불러오기

read

타입 설정
(사용자 입력)

지진구역
불러오기

지진구역
만들기

write
write
감쇠식 파일

감쇠식 파일

read
지진구역 파일

read

지진구역 파일

감쇠식 적용

변수 설정
(사용자 입력)

system call

write

지진구역 보기

실행파일 실행

ATT_PGA.exe

감쇠그래프
보기

write
ATT_PGA.inp

ASCII 파일

감쇠그래프
출력

그림 11. 프로그램 개발 구성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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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개발 내용

GUI

프로그램인 ATTE.exe는 객체지향 언어인 Microsoft Visual C++

6.0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클래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주요 클래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클래스 및 기능
클래스

주요 기능

CATTEApp

프로그램 초기화

CATTEDoc

뷰에 출력되는 데이터 보관

CATTEView

클라이언트 영역인 뷰 윈도우 관리

CMainFrame

프로그램의 메인윈도우 관리

CAboutDlg

프로그램 정보 다이얼로그 관리

CSetAttPGA

PGA 감쇠식을 만들고 명령 처리를 위한 클래스

CPGAGraph

감쇠식 그래프 출력을 위한 클래스

CZonView

지진구역 보기를 위한 클래스

CZonMake

지진구역 만들기를 위한 클래스

CPgaInput

PGA 입력파일 만들기를 위한 클래스

CPGAShow

PGA 결과보기를 위한 클래스

CPsaInput

PSA 입력파일 만들기를 위한 클래스

CPGAShow

PGA 결과보기를 위한 클래스

CSegMake

지진구역 상세 정보 입력을 위한 클래스

CSegInfo

지진구역 상세 정보 출력을 위한 클래스

CMyPropertySheet

지진구역 상세 정보 입출력을 위한 클래스

CPictureEx

이미지 로딩을 위한 클래스

CSetAttPGA 클래스들은 PGA 감쇠식을 만들고 PGA.exe 실행파일을 호
출해 pga.txt를 생성하게 하며 이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한 클래스 이다.
표 6은 CSetAttPGA 클래스의 코드 중 PGA.exe 실행파일에 의해 생성된
pga.txt 파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의 일부분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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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SetAttPGA 클래스의 OnBtnMkGrph 함수 코드의 일부
// 그래프 갯수를 구한다.
if( numPGAUsed == 1 )
{
int rem = ((int)(m_varM2*1000) - (int)(m_varM1*1000))%int(m_varDM*1000) ;
if ( rem == 0 )

inpHeader.num_Graph = (int)((m_varM2 - m_varM1)/m_varDM) + 1 ;

else

inpHeader.num_Graph = (int)((m_varM2 - m_varM1)/m_varDM) + 2 ;

}
if( numPGAUsed > 1 )

inpHeader.num_Graph = numPGAUsed ;

fscanf ( pga_txt, "%s", garbageStr ) ;
double kkk ;
for( int i = 0 ; i < inpHeader.num_Graph ; i++ )

// 각 그래프별 index 구하기

{
fscanf( pga_txt, "%lf", &kkk ) ;
inpHeader.index[i] = kkk ;
}
//////////////////////////////////////////////////////////////////////////
// 첫번째 - 최대,최소 기준을 잡기 위해
double temp_Distance ;
double temp_gal ;
// 거리
fscanf( pga_txt, "%lf", &temp_Distance ) ;
temp.distance = temp_Distance ;
MaxVal.maxDistance = temp.distance ;
MaxVal.minDistance = temp.distance ;
// 값
fscanf( pga_txt, "%lf", &temp_gal ) ;
temp.gal[0] = temp_gal ;
MaxVal.maxGal = temp_gal ;
MaxVal.minGal = 0.1 ;
for ( int z = 1 ; z < inpHeader.num_Graph ; z++ )

// 나머지 index별 값

{
fscanf( pga_txt, "%lf", &temp_gal ) ;
temp.gal[z] = temp_gal ;
if ( temp_gal > MaxVal.maxGal )

MaxVal.maxGal = temp_gal ;

}
data.push_back( temp ) ;
//////////////////////////////////////////////////////////////////////////
// 파일 끝까지 읽으며 (거리/각 그래프별 gal) pair를 벡터에 저장
while( fscanf( pga_txt, "%lf", &temp_Distance ) != EOF )

// 거리

{
temp.distance = temp_Distance ;
if ( temp.distance > MaxVal.maxDistance )

MaxVal.maxDistance = temp_Distance ;

if ( temp.distance < MaxVal.minDistance )

MaxVal.minDistance = temp_Distance ;

for ( int k = 0 ; k < inpHeader.num_Graph ; k++ )

// 각 index별 값

{
fscanf( pga_txt, "%lf", &temp_gal ) ;
temp.gal[k] = temp_gal ;
if( temp_gal > MaxVal.maxGal )
}
data.push_back( temp ) ;
}
//////////////////////////////////////////////////////////////////////////
// 데이터 읽어오기 끝
memset( &temp, '0x00', sizeof( temp ) ) ;
fclose( pga_tx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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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Val.maxGal = temp_gal ;

CPGAGraph 클래스들은 pga.txt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한 클래스 이다.
표 7은 CPGAGraph 클래스의 코드 중 데이터를 화면에 맞게 스케일링하
기 위한 부분이다.

표 7. CPGAGraph 클래스의 modiData 함수

/////////////////////////////////////////////////////////////////////////////
// 데이터를 다이얼로그 크기와 스케일 별로 재조정 후 저장한다.
void CPGAGraph::modiData()
{
dataModified.clear() ;
MODI_DATA temp ;
xscale_log

= Graph_rect.Width() / (log10(MaxVal->maxDistance + 1) - log10(MaxVal->minDistance + 1 ) );

xscale
yscale_log

= Graph_rect.Width()

/ (MaxVal->maxDistance - MaxVal->minDistance );

= Graph_rect.Height() / (log10(MaxVal->maxGal + 1)

yscale

- log10(MaxVal->minGal + 1 ) ) ;

= Graph_rect.Height() / MaxVal->maxGal ;

vector<INP_DATA>::iterator ptr ;
for ( ptr = vPointer->begin(); ptr != vPointer->end() ; ptr++ )
{
temp.log_distance = ( log10((*ptr).distance + 1) - log10(MaxVal->minDistance + 1) ) * xscale_log ;
// 거리값 재조정
temp.distance = ( (*ptr).distance - MaxVal->minDistance ) * xscale ;
for( int i = 0 ; i < inpHeader->num_Graph ; i++ )
{
if ( (*ptr).gal[i] < MaxVal->minGal )
temp.log_gal[i] = 0 ;
else
temp.log_gal[i] = ( log10((*ptr).gal[i] + 1) - log10(MaxVal->minGal + 1) )* yscale_log ;
// gal 값 재조정
temp.gal[i] = (*ptr).gal[i] * yscale ;
}
dataModified.push_back( temp ) ;
}
}

CZonView 클래스들은 지진구역 파일을 읽어 이에 대한 좌표 정보를 지도
상에 그리고 상세 정보를 탭페이지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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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CZonView 클래스의 코드 중 ZON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함수를 보여준다.

표 8 CZonView 클래스의 readZonFile 함수
void CZonView::readZonFile()
{
FILE *fp ;
fp = fopen( zon_fileName, "rt" ) ;
if ( !fp )
{
AfxMessageBox (_T("ZON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
return ;
}
// ZON 파일을 읽어 정보를 저장한다.
// ZON 헤더정보
fscanf( fp, "%d", &zonHeader.z_num ) ;
fscanf( fp, "%d", &zonHeader.facet_num ) ;
fscanf( fp, "%d", &zonHeader.line_num ) ;
fscanf( fp, "%d", &zonHeader.D2_line_num ) ;
// ZON 엔트리 정보
zonEntry.clear();
ZON_ENTRY temp ;
for ( int i = 0 ; i < zonHeader.z_num ; i++ )
{
fscanf( fp, "%d", &temp.entry_index ) ;
fscanf( fp, "%d", &temp.pn ) ;
fscanf( fp, "%d", &temp.entry_type ) ;
fscanf( fp, "%d", &temp.seg ) ;
// 위경도 정보
for ( int j = 0 ; j < temp.pn ; j++ )
{
fscanf( fp, "%lf", &temp.lon[j] ) ;
fscanf( fp, "%lf", &temp.lat[j] ) ;
}
zonEntry.push_back( temp ) ;
}
fclose( f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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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onMake 클래스들은 지진구역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지진구역
파일을 불러와 편집하기 위한 클래스 이다.
표 9는 CZonMake 클래스의 코드 중 기존의 지진구역을 삭제함에 따라 데
이터를 조정하기 위한 함수 중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5 CZonMake 클래스의 remOneFromEntry 함수의 코드 일부
bool findZon = FALSE ;
bool findSei = FALSE ;
int activeIndex = m_pMyPropertySheet->GetActiveIndex() + 1 ;
vector<ZON_ENTRY>::iterator ptr1 ;
for ( ptr1 = _zen->begin() ; ptr1 != _zen->end() ; ptr1++ )
{
if ( activeIndex != (*ptr1).entry_index )

continue ;

else
{
findZon = TRUE ;
break ;
}
}
vector<SEI_ENTRY>::iterator ptr2 ;
for ( ptr2 = _sen->begin() ; ptr2 != _sen->end() ; ptr2++ )
{
if ( activeIndex != (*ptr2).entry_index )

continue ;

else
{
findSei = TRUE ;
break ;
}
}
if ( !findZon || !findSei )
{
AfxMessageBox(_T("삭제 에러!")) ;
return ;
}
int myType = (*ptr1).entry_type ;
// activeIndex = 1
vector<ZON_ENTRY>::iterator loopPtr1 ;
for ( loopPtr1 = _zen->begin() ; loopPtr1 != _zen->end() ; loopPtr1++ )
if ( activeIndex < (*loopPtr1).entry_index )

(*loopPtr1).entry_index -- ;

vector<SEI_ENTRY>::iterator loopPtr2 ;
for ( loopPtr2 = _sen->begin() ; loopPtr2 != _sen->end() ; loopPtr2++ )
if ( activeIndex < (*loopPtr2).entry_index )
_zen->erase( ptr1 ) ;
_sen->erase( pt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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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Ptr2).entry_index -- ;

CPgaInput 클래스들은 PGA 입력파일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0는 CPgaInput 클래스의 코드 중 사용할 감쇠식을 추가하기 위한 함
수의 코드를 보여준다.
표 6 CPgaInput 클래스의 OnAddPga 함수
void CPgaInput::OnAddPga()
{
// TODO: Add your control notification handler code here
UpdateData( TRUE ) ;
CString pgaStr ;
if( m_pgaListCombo.GetCurSel() != CB_ERR )
m_pgaListCombo.GetWindowText( pgaStr ) ;
else
{
AfxMessageBox(_T("사용할 감쇠식을 선택해 주세요.")) ;
return ;
}
int selectedNum = atoi( pgaStr.SpanExcluding(" ") ) ;
CString str ;
int i = m_PGAlistBox.GetItemCount() ;
LV_ITEM lvitem;
lvitem.mask = LVIF_TEXT;
lvitem.iItem = i;
lvitem.iSubItem = 0;
str.Format("%d", selectedNum ) ;
lvitem.pszText = str.GetBuffer(str.GetLength()) ;
m_PGAlistBox.InsertItem( &lvitem );
lvitem.iSubItem = 1;
str.Format("%lf", m_stadev ) ;
lvitem.pszText = str.GetBuffer(str.GetLength()) ;
m_PGAlistBox.SetItem( &lvitem );
lvitem.iSubItem = 2;
str.Format("%lf", m_wei ) ;
lvitem.pszText = str.GetBuffer(str.GetLength()) ;
m_PGAlistBox.SetItem(&lvitem);
m_pganum = m_PGAlistBox.GetItemCount() ;
UpdateData( FAL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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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GAShow 클래스들은 PGA 파일을 입력받아 실행된 PGA.exe 실행파일
에 의해 생성된 결과값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1는 CPGAShow 클래스의 코드 중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코드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7 CPGAShow 클래스의 OnSnapShot 함수

// 클립보드로 현재 이미지를 전송
CClientDC dc(this) ;
CDC MemDC ;
MemDC.CreateCompatibleDC( &dc ) ;
CRect rect ;
GetClientRect( rect ) ;

// 뷰영역의 크기를 얻어온다.

CBitmap BMP ;
BMP.CreateCompatibleBitmap( &dc, rect.Width(), rect.Height() ) ;
CBitmap *pOldBitmap = MemDC.SelectObject( &BMP ) ;

// 메모리 DC로 BitMap 선택

MemDC.BitBlt( 0, 0, rect.Width(), rect.Height(), &dc, 0, 0, SRCCOPY ) ;
// 현재 화면의 내용을 메모리 DC로 전송한다.
/////////////////////////////////////////////////////////////
// 클립보드에 캡쳐한 비트맵을 설정한다.
OpenClipboard() ;

// 현재 클립보드를 연다.

EmptyClipboard() ;

// 현재 클립보드의 내용을 모두 제거한다.

SetClipboardData( CF_BITMAP, BMP.GetSafeHandle() ) ;
CloseClipboard() ;
MemDC.SelectObject( pOldBitmap ) ;
BMP.Detach() ;

// 비트맵 객체 제거

OpenClipboard() ;
// 클립보드로 카피된게 DIB 형식이 아니면 바로 리턴.
if( !IsClipboardFormatAvailable (CF_DIB) )
{
AfxMessageBox("Image file save failed") ;
return ;
}
hDIB = ::GetClipboardData( CF_DIB ) ;
if( !hDIB )
{
AfxMessageBox("Image file save failed" ) ;
CloseClipboard() ;
return ;
}
CloseClip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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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한 비트맵 설정

CPsaInput 클래스들은 PSA 입력파일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2는 CPsaInput 클래스의 코드 중 입력 완료 후 PSA.INP 파일로 저장
하기 위한 코드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8 CPsaInput 클래스의 OnBtnSave 함수의 일부
// TODO: Add your control notification handler code here
static char BASED_CODE szFilter[] = "PSA 입력 파일|*.INP|모든파일|*.*|" ;
CFileDialog dlg ( FALSE, "PSA 입력 파일", "",
OFN_HIDEREADONLY|OFN_OVERWRITEPROMPT|OFN_NOCHANGEDIR, szFilter, NULL );
dlg.m_ofn.lpstrInitialDir = ".\\" ;
if ( dlg.DoModal() == IDOK )
{
psa_fName = dlg.GetFileName() ;
psa_fTitle = dlg.GetFileTitle() ;
psa_fPath = dlg.GetPathName() ;
}
else

return ;

ofstream fUser( psa_fPath ) ;
if( !fUser )
{
AfxMessageBox(_T("파일열기 실패")) ;
return ;
}
CEdit *pCtlEdit = (CEdit*)GetDlgItem( IDC_SAVEFILE );
pCtlEdit->SetWindowText( psa_fName ) ;
UpdateData( TRUE ) ;
CString str ;
int i ;
fUser << " 400\n" ;
fUser << " " << m_lon << " " << m_lat << "
fUser << " " << m_mag << "
fUser << " " << m_dist << "

site location in degree\n" ;

magnitude increasement (dmag)\n" ;
distance increasement (dr)\n" ;

fUser << " " << m_pgatnum << "\n" ;
for( i = 0 ; i < m_pgatnum ; i++ )
{
switch( i )
{
case 0 : fUser << " " << m_psa1 ; break ;
case 1 : fUser << " " << m_psa2 ; break ;
case 2 : fUser << " " << m_psa3 ; break ;
case 3 : fUser << " " << m_psa4 ; break ;
case 4 : fUser << " " << m_psa5 ; break ;
case 5 : fUser << " " << m_psa6 ; break ;
case 6 : fUser << " " << m_psa7 ; brea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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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AShow 클래스들은 PSA 파일을 입력받아 실행된 PSA.exe 실행파일
에 의해 생성된 결과값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1는 CPSAShow 클래스의 코드 중 PSA.exe에 의해 생성된 출력파일
을 읽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의 일부를 보여준다.

표 9 CPsaInput 클래스의 setDataStruct 함수의 일부
//****************************************************
// 출력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저장한다.
CString fstr = ".\\psap\\" + outFileName ;
ifstream inpf( fstr ) ;
if( !inpf )
{
CString errstr = "Can't open " + fstr ;
MessageBox( errstr, "" ) ;
return FALSE ;
}
int gi, gx, gy, ge, ga ;
double garbageVal ;
char garbageLine[1024] ;
char garbageBuf[1024] ;
memset( garbageBuf, 0x00, sizeof(garbageBuf) ) ;
memset( garbageLine, 0x00, sizeof(garbageLine) ) ;
// 첫번째 줄부터 19번째 줄까지 - Mean-weights & Median garbage 부분 건너뜀.
for ( gi = 0 ; gi < 19 ; gi++ )
inpf.getline( garbageLine, sizeof( garbageLine ), '\n' ) ;
// Median
median.myName = "Median" ;
bool setMinMax = TRUE ;
for( gy = 0 ; gy < 14 ; gy++ )
{
inpf >> garbageVal >> garbageVal ;
for( gx = 0 ; gx < numY ; gx++ )
{
inpf >> median.fVal[gx][gy] ;
if( setMinMax )
{
median.maxval = median.minVal = median.fVal[gx][gy] ;
setMinMax = FALSE ;
}
if( median.fVal[gx][gy] > median.maxval ) median.maxval = median.fVal[gx][gy] ;
if( median.fVal[gx][gy] < median.minVal ) median.minVal = median.fVal[gx][gy] ;
}
}
inpf.getline( garbageLine, sizeof( garbageLine ), '\n' ) ;
inpf.getline( garbageLine, sizeof( garbageLine ), '\n' ) ;
inpf.getline( garbageLine, sizeof( garbageLine ), '\n' ) ;
inpf.getline( garbageLine, sizeof( garbageLine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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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gInfo 클래스들은 지진구역 파일 중 SEI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4는 CSegInfo 클래스의 코드 중 SEI 파일로부터 읽은 정보를 가지고
화면 초기화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 10 CSegInfo 클래스의 initData 함수의 일부
vector<SEI_ENTRY>::iterator ptr2 ;
for ( ptr2 = sen->begin() ; ptr2 != sen->end() ; ptr2++ )
{
if ( (*ptr2).entry_index == i+1 )
{
m_mLW = (*ptr2).varM_f - 1 ;// MW = 1 , ML = 2
if ( (*ptr2).numA > 1 )
{
m_aVal1 = (*ptr2).AVal[0] ;
m_aWei1 = (*ptr2).AVal[2] ;
m_aVal2 = (*ptr2).AVal[1] ;
m_aWei2 = (*ptr2).AVal[3] ;
}
else
{
m_aVal1 = (*ptr2).AVal[0] ;
m_aWei1 = (*ptr2).AVal[1] ;
}
if ( i == 0 )
{
if ( (*ptr2).varB_f == 1 )

// b

{
m_b.SetWindowText(_T("b")) ;
}
else

// λ

{
m_b.SetWindowText(_T("λ")) ;
}
}
if ( (*ptr2).numB > 1 )
{
m_bVal1 = (*ptr2).BVal[0] ;
m_bWei1 = (*ptr2).BVal[2] ;
m_bVal2 = (*ptr2).BVal[1] ;
m_bWei2 = (*ptr2).BVal[3] ;
}
else
{
m_bVal1 = (*ptr2).BVal[0] ;
m_bWei1 = (*ptr2).BVal[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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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gMake 클래스들은 지진구역 파일 중 SEI 파일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
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5는 CSegMake 클래스의 코드 중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vector에
저장해 SEI 파일에 출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 11 CSegMake 클래스의 setNewPoint 함수의 일부
vector<SEI_ENTRY>::iterator ptr2 ;
for ( ptr2 = sen->begin() ; ptr2 != sen->end() ; ptr2++ )
{
if ( _i+1 != (*ptr2).entry_index )
else
{
findMeS = TRUE ;
break ;
}
}
if( findMeZ && findMeS )
{
int preType = (*ptr).entry_type ;
m_lat1 = 0.0;
m_lat2 = 0.0;
m_lat3 = 0.0;
m_lat4 = 0.0;
m_lat5 = 0.0;
m_lat6 = 0.0;
m_lat7 = 0.0;
m_lat8 = 0.0;
m_lat9 = 0.0;
m_lat10 = 0.0;
m_lat11 = 0.0;
m_lat12 = 0.0;
m_lat13 = 0.0;
m_lat14 = 0.0;
m_lat15 = 0.0;
m_lat16 = 0.0;
m_lat17 = 0.0;
m_lat18 = 0.0;
m_lat19 = 0.0;
m_lon1 = 0.0;
m_lon2 = 0.0;
m_lon3 = 0.0;
m_lon4 = 0.0;
m_lon5 = 0.0;
m_lon6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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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

CMyPropertySheet 클래스들은 지진구역 보기 및 만들기 화면에서 지진구
역 상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탭페이지를 위한 클래스이다.
표 16는 CMyPropertySheet 클래스의 코드 중 각 탭페이지를 초기화하기
위한 코드이다.

표 12 CMyPropertySheet 클래스의 initSheet 함수
////////////////////////////////////////////////////////////////////////////
// CMyPropertySheet message handlers
void

CMyPropertySheet::initSheet

(

ZON_HEADER

*zhe,

vector<SEI_ENTRY> *sen )
{
// 각 페이지 셋팅
int i = 0 ;
pages[i].initData( i, zhe, zen, sen, mapDlg ) ;
i++ ;
for ( ; i < zhe->z_num ; i++ )
{
pages[i].initData( i, zhe, zen, sen, mapDlg ) ;
AddPage(&pages[i] ) ;
}
// Property Sheet 의 Tab Lavel 바꾸기
for ( UINT id = 0 ; id < zhe->z_num ; id++ )
{
char newLavel[10] ;
sprintf ( newLavel, "%d", id+1 ) ;
TC_ITEM tcItem ;
CTabCtrl *tabCtrl = GetTabControl() ;;
tcItem.mask = TCIF_TEXT ;
tcItem.pszText = (LPTSTR)((LPTSTR)newLavel) ;
tabCtrl->SetItem( id, &tcItem ) ;
}
// Property Sheet 의 Tab Lavel 바꾸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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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ZON_ENTRY>

*zen,

CPictureEx 클래스들은 지도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표 16는 CPictureEx 클래스의 코드 중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한 코드의 일
부를 보여준다.

표 13 CPictureEx 클래스의 Load 함수의 일부
if (!(m_pRawData = reinterpret_cast<unsigned char*> (GlobalLock(hGlobal))) )
{
TRACE(_T("Load: Error locking memory\n"));
return FALSE;
};
m_nDataSize = dwSize;
m_pGIFHeader = reinterpret_cast<TGIFHeader *> (m_pRawData);
if ((memcmp(&m_pGIFHeader->m_cSignature,"GIF",3) != 0) &&
((memcmp(&m_pGIFHeader->m_cVersion,"87a",3) != 0) ||
(memcmp(&m_pGIFHeader->m_cVersion,"89a",3) != 0)) )
{
// it's neither GIF87a nor GIF89a
// do the default processing
// clear GIF variables
m_pRawData = NULL;
GlobalUnlock(hGlobal);
// don't delete memory on object's release
if (CreateStreamOnHGlobal(hGlobal,FALSE,&pStream) != S_OK)
return FALSE;
if (OleLoadPicture(pStream,dwSize,FALSE,IID_IPicture,
reinterpret_cast<LPVOID *>(&m_pPicture)) != S_OK)
{
pStream->Release();
return FALSE;
};
pStream->Release();
// store picture's size
long hmWidth;
long hmHeight;
m_pPicture->get_Width(&hmWidth);
m_pPicture->get_Height(&hmHeight);
HDC hDC = ::GetDC(m_hWnd);
m_PictureSize.cx = MulDiv(hmWidth, GetDeviceCaps(hDC,LOGPIXELSX), 2540);
m_PictureSize.cy = MulDiv(hmHeight, GetDeviceCaps(hDC,LOGPIXELSY), 2540);
::ReleaseDC(m_hWnd,h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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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UI 프로그램 화면

가. 주화면

실행파일인 ATTE.exe 를 실행시키면 메인화면이 나타난다. 메인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메인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메인메뉴들은 각각의 서브메뉴
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메뉴 및 서브메뉴의 구성은 GUI 방식의 입력파일 생
성/조회/수정과 그래프를 통한 결과보기를 위한 순차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진재해도 계산이 입력파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데이터의 무결
성을 보장하기 위해 one-by-one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용자는 주요 작업을
Modal방식의 팝업화면을 통해 하도록 하였다.

① 프로그램종료 : 프로그램 종료.
② 감쇠식 – PGA
PSA

: PGA 감쇠식 파일 생성 및 그래프 보기.
: PSA 감쇠식 파일 생성 및 그래프 보기.

③ 지진구역 – 지진구역 보기

: 지진구역 파일을 지도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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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만들기 : GUI 방식 지진구역 파일을 생성.
④ PGA - 입력파일
계산

: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결과보기
⑤ PSA - 입력파일
계산

: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한 입력파일 작성.

: 계산된 지진재해도 그래프 보기.
: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한 입력파일 작성.

: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결과보기

: 계산된 지진재해도 그래프 보기.

나. 메뉴 세부 기능

○ 프로그램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실수로 인한 프로그램 종료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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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료확인창을

띄워

○ 감쇠식 – PGA
본 메뉴는 PGA 감쇠식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PGA 감쇠식 파일 바탕으
로 감쇠데이터를 계산하여 계산된 감쇠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담고 있다. 또한 그래프 화면을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하
는 기능을 갖추어 사용자가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메인메뉴에서 [감쇠식] – [PGA] 를 선택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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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A 감쇠식 만들기 창이 나타난다.

3) 감쇠식 영역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감쇠식 리스트가 나타난다.
이곳에 나타나는 감쇠식 목록은 실행파일인 ATTE.exe가 있는 디렉토리
내에 PGA_ATT.LST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 감쇠식 목록을 추가하거나 삭
제하려면 PGA_ATT.LST 파일을 편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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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Kawasima et al (1984)
Noh and Lee (1995)
Atkinson and Boore(1997)
Baag, C. E.(1997)
Boore et al (1997)
Campbell (1997)
Sadigh et al (1997)
Toro et al (1997,a)
Toro et al (1997, b)
Baag et al (1998)
Chapman (1999)
Atkinson and Silva (2000)
Park D. H. et. al. (2000)
Junn at al. (2002)
Jo and Baag (2003)
Lee, J. M (2004, a)
Lee, J. M (2004, b)
Jo, N. D. (2001)
Xu Zhixin, Xiaobai, Jingru (norther China)
Kawasima, Aizawa, Takahasi (1985)
Kenneth W. Campbell (1981)
Nuttli and Herman (1981)
Xu Zhuxin et al (Western North America)

표 14 PGA_ATT.LST 파일

4) 원하는 감쇠식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선택된 감쇠식이 ‘선택된 감쇠식’ 창에 추가되고 ‘선택된 감쇠식’의 개수
가 증가한다. 감쇠식은 다중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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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된 감쇠식을 선택된 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삭제할 감쇠식을 선택된 감쇠식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
하면 선택된 감쇠식 목록에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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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변수를 입력한다.
M1, M2, dM, Distance, Depth 값을 입력한다. 만일, 감쇠식을 2개 이상
선택하였을 시에는 M2, dM 값은 PGA.INP 파일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본
변수는 디폴트로 그림과 같은 값이 설정되어 있다.

6) PGA.INP 파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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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의 감쇠식을 선택하고 기본변수 입력을 완료한 후, PGA.INP 파
일 생성 ‘확인’ 버튼을 눌러 PGA.INP 파일을 생성한다.
만일, 감쇠식을 1개 이상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
난다.

생성된 PGA.INP 파일은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생성된
다. 만일, 기존의 PGA.INP 파일이 있다면 덮어쓰기 된다.
아래 표는 생성된 PGA.INP 파일의 예이다.

100
1
1 16
5.000000

7.000000

0.500000

500.000000

10.000000

표 15 감쇠식이 1개일 경우 생성된 PGA.INP 파일

100
3
1 8
2 16
3 17
5.000000

500.000000

10.000000

표 16 감쇠식이 2개 이상일 경우 생성된 PGA.INP 파일

7) 감쇠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래프로 나타낸다.
PGA.INP 파일을 생성한 후, ‘감쇠식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감쇠식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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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exe 실행파일을 호출한다. PGA.exe는 PGA.INP 파일을 읽어 데이터
를 생성한 후, 이를 atte 디렉토리에 pga.txt 라는 파일에 저장한다.

Distance(km)

8

16

17

1.0

0.20558E+03

0.71443E+02

0.14115E+03

3.0

0.19571E+03

0.68700E+02

0.13309E+03

5.0

0.17913E+03

0.64027E+02

0.11974E+03

7.0

0.15988E+03

0.58485E+02

0.10455E+03

9.0

0.14093E+03

0.52889E+02

0.89938E+02

11.0

0.12378E+03

0.47685E+02

0.77047E+02

13.0

0.10890E+03

0.43046E+02

0.66147E+02

15.0

0.96252E+02

0.38994E+02

0.57101E+02

17.0

0.85564E+02

0.35482E+02

0.49640E+02

19.0

0.76536E+02

0.32443E+02

0.43478E+02

21.0

0.68881E+02

0.29807E+02

0.38363E+02

23.0

0.62356E+02

0.27510E+02

0.34089E+02

25.0

0.56758E+02

0.25499E+02

0.30491E+02

27.0

0.51922E+02

0.23728E+02

0.27438E+02

29.0

0.47719E+02

0.22161E+02

0.24828E+02

31.0

0.44041E+02

0.20765E+02

0.22581E+02

33.0

0.40804E+02

0.19517E+02

0.20633E+02

35.0

0.37939E+02

0.18394E+02

0.18933E+02

37.0

0.35390E+02

0.17380E+02

0.17441E+02

481.0

0.66792E+00

0.42821E+00

0.36739E+00

483.0

0.66193E+00

0.42419E+00

0.36453E+00

485.0

0.65600E+00

0.42020E+00

0.36170E+00

487.0

0.65014E+00

0.41627E+00

0.35890E+00

489.0

0.64435E+00

0.41237E+00

0.35612E+00

491.0

0.63862E+00

0.40852E+00

0.35338E+00

493.0

0.63295E+00

0.40472E+00

0.35066E+00

495.0

0.62735E+00

0.40095E+00

0.34796E+00

497.0

0.62181E+00

0.39723E+00

0.34530E+00

499.0

0.61632E+00

0.39355E+00

0.34266E+00

.........
.........

표 17

다중 감쇠식 선택시 pga.txt 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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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km)

5.0

5.5

6.0

6.5

7.0

1.0

0.12997E+03 0.17633E+03 0.23924E+03 0.32458E+03 0.44038E+03

3.0

0.12044E+03 0.16340E+03 0.22169E+03 0.30078E+03 0.40809E+03

5.0

0.11211E+03 0.15210E+03 0.20636E+03 0.27998E+03 0.37987E+03

7.0

0.10477E+03 0.14215E+03 0.19286E+03 0.26166E+03 0.35501E+03

9.0

0.98263E+02 0.13332E+03 0.18088E+03 0.24541E+03 0.33296E+03

11.0

0.92456E+02 0.12544E+03 0.17019E+03 0.23091E+03 0.31328E+03

13.0

0.87245E+02 0.11837E+03 0.16060E+03 0.21789E+03 0.29562E+03

15.0

0.82545E+02 0.11199E+03 0.15195E+03 0.20615E+03 0.27970E+03

17.0

0.78287E+02 0.10622E+03 0.14411E+03 0.19552E+03 0.26527E+03

19.0

0.74413E+02 0.10096E+03 0.13698E+03 0.18584E+03 0.25214E+03

21.0

0.70874E+02 0.96158E+02 0.13046E+03 0.17700E+03 0.24015E+03

23.0

0.67630E+02 0.91757E+02 0.12449E+03 0.16890E+03 0.22916E+03

25.0

0.64646E+02 0.87709E+02 0.11900E+03 0.16145E+03 0.21905E+03

27.0

0.61894E+02 0.83975E+02 0.11393E+03 0.15458E+03 0.20972E+03

29.0

0.59348E+02 0.80521E+02 0.10925E+03 0.14822E+03 0.20110E+03

31.0

0.56987E+02 0.77317E+02 0.10490E+03 0.14232E+03 0.19310E+03

33.0

0.54791E+02 0.74338E+02 0.10086E+03 0.13684E+03 0.18566E+03

35.0

0.52744E+02 0.71561E+02 0.97090E+02 0.13173E+03 0.17872E+03

37.0

0.50833E+02 0.68968E+02 0.93572E+02 0.12695E+03 0.17224E+03

39.0

0.49044E+02 0.66541E+02 0.90279E+02 0.12249E+03 0.16618E+03

41.0

0.47367E+02 0.64265E+02 0.87191E+02 0.11830E+03 0.16050E+03

43.0

0.45791E+02 0.62127E+02 0.84290E+02 0.11436E+03 0.15516E+03

.........
.........
481.0

0.42800E+01 0.58070E+01 0.78786E+01 0.10689E+02 0.14503E+02

483.0

0.42597E+01 0.57794E+01 0.78412E+01 0.10639E+02 0.14434E+02

485.0

0.42396E+01 0.57521E+01 0.78041E+01 0.10588E+02 0.14366E+02

487.0

0.42196E+01 0.57250E+01 0.77674E+01 0.10538E+02 0.14298E+02

489.0

0.41998E+01 0.56981E+01 0.77309E+01 0.10489E+02 0.14231E+02

491.0

0.41802E+01 0.56715E+01 0.76948E+01 0.10440E+02 0.14164E+02

493.0

0.41607E+01 0.56451E+01 0.76590E+01 0.10391E+02 0.14098E+02

495.0

0.41414E+01 0.56189E+01 0.76234E+01 0.10343E+02 0.14033E+02

497.0

0.41223E+01 0.55929E+01 0.75882E+01 0.10295E+02 0.13968E+02

499.0

0.41033E+01 0.55672E+01 0.75533E+01 0.10248E+02 0.13904E+02

표 18 1개의 감쇠식 선택시 pga.txt 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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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exe 프로그램은 PGA.INP 파일을 기반으로 PGA.exe에 의해 생성
된 atte\pga.txt 파일을 읽어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래프는 거리를 X축으로, 가속도값을 Y축으로 하며, 각각의 축을 독립
적으로 log 스케일과 linear 스케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선
은 색상으로 구분되며, 각 색상에 대한 범례가 그래프 오른쪽에 표시된다.
만일, 2개 이상의 감쇠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각 그래프는 각 감쇠식을 의
미하게 된다.
아래 그림 4개는 단일 감쇠식 선택시 X축과 Y축의 스케일 모드에 따른
그래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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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개는 다중 감쇠식 선택시(8, 16, 17번 감쇠식) X축과 Y축의
스케일 모드에 따른그래프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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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쇠식 그래프 화면을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다.
감쇠식 그래프 화면 우측하단의 ‘이미지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저장창이 나타난다.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일이름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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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버튼을 누르면 해당 디렉토리에 bmp 파일 확장자를 갖는 이미지 파일
이 생성된다.

아래 그림은 저장된 이미지 파일의 예이다.

9) 생성된 pga.txt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다.
atte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pga.txt 파일은 다음 감쇠식 계산시 덮어쓰여
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pga.txt 파일을 보관하고 싶을 경우 해당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해야 한다. 윈도우 탐색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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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편의상 감쇠식 만들기 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감쇠식 그래프 창을 닫아 ‘감쇠식(PGA)' 화면으로 되돌아 온 후, ‘5.
pga.txt를 다른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름이름으로
저장하기 화면이 나타난다.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저장한다. 파일확장자는 자동으로 txt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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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구역 – 지진구역 보기
본 메뉴는 이미 생성된 생성된 지진구역 파일의 입력 사항을 GUI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메뉴이다. 지진구역 파일은 ATTE.exe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의 zone 이라는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다. zone 디렉토리에는 지진구
역파일 zon 파일과 지진활동파일 sat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1) 메인메뉴에서 [지진구역] – [지진구역보기] 를 선택한다.

2) 지진구역 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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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ON 파일을 불러온다.
화면 상단의 ‘ZON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선택창이 나타난
다. 기본적으로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의 zone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보여준다. 원하는 ZON 파일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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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I 파일을 불러온다.
화면 상단의 ‘SEI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선택창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의 zone 디렉토리의 파일
리스트를 보여준다. 원하는 ‘SEI 파일을 가져온다.

5) 지진구역 보기를 선택한다.
화면 상단의 불러온 ZON 파일과 SEI 파일이 나타난다. 좌측의 ‘지진구역
보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내용이 나타난다. 지진구역 파일인 ZON 파일에는
각 구역의 위치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지진활동 파일인 SEI 파일에는 각
지진구역의 상세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두 파일은 한 쌍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두 파일의 이름도 같다. 만일, 서로 다른 파일이름으로 이루어
진 ZON 파일과 SEI 파일을 선택한다면 프로그램은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지진구역 정보를 디스플레이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정상적인 파일들이 선택되었다면 선택된 ZON 파일로부터 지진구역 위치
정보를 읽어 지도상에 표시하고 SEI 파일로부터 읽은 구역정보를 읽어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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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위 지진구역 보기에 사용된 ZON 파일과 SEI 파일의 내용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ZON 파일에는 각 구역의 위치정보가 위경도로 표시되어
있다. 각 구역의 위치정보 위에는 각 구역의 진원형태 등을 표시하는 헤더
가 위치하게 되어있다. SEI 파일에는 각 구역에 대한 여러 상세정보가 구
역별로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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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0 0
1 7 1 0
129.800000 43.000000
126.800000 42.000000
125.000000 40.600000
127.400000 39.400000
128.400000 39.400000
130.600000 42.400000
129.800000 43.000000
2 7 1 0
125.000000 40.600000
124.100000 40.000000
124.100000 37.400000
125.400000 37.400000
127.200000 38.800000
127.400000 39.400000
125.000000 40.600000
3 6 1 0
128.400000 39.400000
127.400000 39.400000
127.200000 38.800000
128.400000 36.800000
130.400000 36.800000
128.400000 39.400000
4 7 1 0
125.400000 37.400000
125.400000 34.000000
126.600000 34.000000
127.200000 34.600000
128.400000 36.800000
127.200000 38.800000
125.400000 37.400000
5 7 1 0
128.400000 36.800000
127.200000 34.600000
126.600000 34.000000
128.200000 34.400000
128.600000 34.800000
129.400000 36.800000
128.400000 36.800000
6 7 1 0
129.400000 36.800000
128.600000 34.800000
128.200000 34.400000
130.000000 34.800000
130.400000 35.200000
130.400000 36.800000
129.400000 36.800000

표 19 각 지진구역의 위치정보가 담긴 ZON 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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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17000 0.041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6.44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1.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2 1 2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29500 0.101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6.44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2.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3 2 1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22500 0.050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5.77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3.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4 2 2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92000 0.142500 0.700000 0.300000
2 6.440000 6.44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4.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5 1 1
2 0.750000 0.980000 0.500000 0.500000
2 0.043000 0.045800 0.700000 0.300000
2 6.440000 5.77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5.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6 1 1
2 0.870000 0.750000 0.500000 0.500000
2 0.016000 0.010000 0.700000 0.300000
2 7.100000 7.10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6.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표 20 각 지진구역의 상세정보가 담긴 SEI 파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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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옆 우측에는 각 구역별 상세정보가 탭페이지 형태로 나타난다. 선택
된 탭페이지의 구역이 좌측 지도의 붉은색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현재 선
택된 구역의 위치와 상세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었다. 진원형태는
면전원, 선진원, 2D 선진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진원형태에 따른 상세
정보 해당 사항이 해당 구역 탭페이지의 변수 칸에 표시된다.
이 메뉴에서는 단순히 보기 기능만 지원하므로 정보를 수정할 수는 없다.
지진구역의 편집작업은 ‘지진구역 만들기’ 메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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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구역 – 지진구역 만들기
본 메뉴는 이미 생성된 생성된 지진구역 파일들을 편집하거나 사용자가
새로운 지진구역 파일을 GUI를 통해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는
‘지진구역 보기’ 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으로 지진구역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 후 덮어
쓰기 및 새로 저장하기가 가능해 보다 쉽게 지진구역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다.

1) 메인메뉴에서 [지진구역] – [지진구역만들기]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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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구역 만들기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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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파일을 편집을 원할 경우, ‘기존파일 불러오기’ 칸에서 편집을
원하는 ZON 파일과 SEI 파일을 불러와야 한다. ‘기존파일 불러오기’는 지
진구역 보기 메뉴에서 처럼 해당 ZON 파일과 SEI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4) 해당 파일에 대한 지진구역을 그린다.
ZON 파일과 SEI 파일을 선택했다면 바로 밑에 ‘지진구역 그리기’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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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표시한다. ‘지진구역 보기’에서와 같이 두 파일의 이
름이 같아야 한다. 만일, 선택한 두 파일의 이름이 다르다면 경고창이 나타
난다.

5)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지진구역 보기’에서와 같이 ZON 파일로부터 지진구역의 위치정보를 읽어
지도상에 표시하고, SEI 파일로부터 각 구역별 상세정보를 읽어 탭페이지
형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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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은 구역 단위로 이루어진다. 즉, 편집을 원하는 구역을 먼저 선택하여
야 한다. 우측의 탭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한다. 선택된 구역은
좌측 지동 상에 굵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다.

6) 위치정보를 편집한다.
구역의 포인트별 위치정보를 편집하는 방법은 지도 상에서 하는 방법과
탭페이지 상의 좌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지도 상에서 편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도 상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도 상의 좌표가 지도 위의 위-경도 칸
에 나타난다. 이 좌표를 보면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각 클릭
된 지점을 잇는 굵은 노란색 선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진원형태를 완성한 후, 지도 위의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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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를 클릭한다.

‘위치정보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노란색이었던 편집선이 굵은 붉은색으로
바뀌고 해당 탭페이지의 좌표정보가 편집된 정보로 업데이트된다. 또한 사
용자에 의해 편집된 진원형태에 따라 포인트 수, 진원형태, Seg. 정보 및
각 진원형태의 개수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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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도 상에서 편집 중이던 작업을 취소하고 새로 그리고 싶다면 지도
위의 ‘작업 지우기’를 선택하면 편집 중이던 굵은 노란색 선이 없어지고 새
롭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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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지도 상에서 지진구역의 좌표 정보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
다. 이젠, 탭페이지 상의 ‘좌표정보’ 칸에서 직접 위경도를 입력해 좌표정보
를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67 -

마찬가지로, 편집을 원하는 구역의 해당 탭페이지로 이동한다. ‘좌표정보’
칸을 편집한 후, ‘수정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편집된 좌표정보가 좌측 지도
상에 반영된다. 또한, ‘좌표정보’ 편집으로 인해 진원형태가 바뀌게 된다면
변경된 진원형태에 따른 포인트 수, 진원형태, Seg. , 진원형태 수의 정보
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면진원은 첫 좌표와 마지막 좌표가 같아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해당 지진구역이 면진원일 경우에는 ‘좌표정보’의 첫 좌표와
맨 마지막 좌표를 같게 입력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단순히 4번 지진구역의 ‘좌표 정보’에서 마지막 좌표의 위경
도를 0으로 입력하고 ‘수정완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구역을 면진원
에서 선진원으로 변경한 예를 보여준다. 면진원에서 선진원으로 변경됨으
로써 포인트 수, 진원형태, Seg. 수, 진원형태 수가 변경되고 지도상의 구
역모양도 변경되었음을 보여준다.

- 68 -

7) 상세정보를 편집한다.
지도 상에서는 각 구역의 좌표정보만을 편집할 수 있다. 만일, 각 구역의
상세정보를 편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탭페이지 상에서 편집을 해야 한다.

탭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입력항목 중, 포인트 수, 진원형태, Seg. 는 사용
자가 편집할 수 없으며 나머지 좌표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탭페이지 상에서 좌표정보와 세부 정보 만을 편집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정보 중 단층정보는 해당 구역이 선진원일 때만 반영된
다. 따라서, 해당 구역을 선진원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단층정보도 기입
하여야 하며, 기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0’ 으로 저장된다.
수정을 마친 후, 좌표정보 수정시와 같이 ‘수정완료’ 버튼을 누르면 변경
된 해당 사항이 프로그램 상의 구조체에 임시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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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진구역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지진구역 만들기’에서는 지진구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지진구역
을 삭제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지진구역을 삭제하는 방법은 해당 지진구역을 탭페이지 상
에서 선택한 후, 지진구역 개수 우측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구역의 삭제 여부를 묻는 확인창이 나타나며
‘예’를 누르면 해당 구역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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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이 삭제되면 지진구역 개수와 해당 구역의 진원형태에 따라 진원형태
의 개수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해당 구역이 삭제되면 지진구역 개수와 해당 구역의 진원형태에 따라 진원형태
의 개수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지진구역의 추가는 ‘지진구역 개수’ 우측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탭페
이지가 맨 마지막에 추가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진구역의 세부정보 입력을 위한 탭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지진구
역 개수가 1 증가하게 된다.
새로운 지진구역의 진원형태가 아직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각 진원형태의 개
수는 변화가 없다.
사용자는 지도상에서 마우스로 지진구역을 그리거나 탭페이지 상에서 ‘좌표정보’
에 직접 위경도를 입력하여 구역의 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탭페이
지상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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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페이지 상의 나머지 입력사항에 입력을 한 후,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수
해당 구역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램상의 구조체에 임시로 저장된다.

9) 저장하기
편집을 마친 지진구역을 저장하는 방식은 불러온 파일에 ‘덮어쓰기’ 하거
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저장하기’ 방법이 있다.
‘덮어쓰기’를 하면 새롭게 편집된 내용들이 ‘기존파일 불러오기’ 상에서 불
러온 ZON 파일과 SEI 파일에 덮어쓰여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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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파일은 그래로 두고 새롭게 저장하고 싶을 경우, 좌측 상단
의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저장 화면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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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디렉토리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내에 zone 이라
는 서브디렉토리이다. 또한, ZON 파일과 SEI 파일은 한 쌍으로 이루어지
므로 특정 확장자를 명기하지 않고 파일 이름만 쓰면 입력된 파일이름을
가진 ZON 파일과 SEI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탭페이지 상의 각 구역별 좌표정보를 읽어 ZON 파일에 저장
하며 나머지 상세정보를 읽어 SEI 파일에 저장한다.
다음은 test 라는 이름으로 저장시의 ZON 파일과 SEI 파일의 내용이다.
test.ZON 파일에는 지진구역의 개수, 각 진원형태의 수가 헤더부분에 표
시되고 각 구역별로 구역번호, 진원형태, 포인트 수, Seg. 수가 헤더부분에
표시되고 그 아래 각 포인트별 위경도 좌표정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est.SEI 파일에는 각 구역별 세부정보가 들어가 있다. 특히 나머지 면진
원 구역 정보와는 달리 새로 추가된 선진원 구역인 6번 구역에 대한 정보
중 맨 마지막 중에 단층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삭제된 4번 구역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 후 나머지 구역의 구역번
호가 1씩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롭게 저장된 지진구역 파일은 ‘기존파일 불러오기’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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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1 0
1 7 1 0
129.800000
126.800000
125.000000
127.400000
128.400000
130.600000
129.800000

43.000000
42.000000
40.600000
39.400000
39.400000
42.400000
43.000000

2 7 1 0
125.000000
124.100000
124.100000
125.400000
127.200000
127.400000
125.000000

40.600000
40.000000
37.400000
37.400000
38.800000
39.400000
40.600000

3 6 1 0
128.400000
127.400000
127.200000
128.400000
130.400000
128.400000

39.400000
39.400000
38.800000
36.800000
36.800000
39.400000

4 7 1 0
128.400000
127.200000
126.600000
128.200000
128.600000
129.400000
128.400000

36.800000
34.600000
34.000000
34.400000
34.800000
36.800000
36.800000

5 7 1 0
129.400000
128.600000
128.200000
130.000000
130.400000
130.400000
129.400000

36.800000
34.800000
34.400000
34.800000
35.200000
36.800000
36.800000

6 3 0 2
126.100000 37.500000
126.200000 36.000000
125.500000 34.100000

표 21

test.ZON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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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17000 0.041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6.44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1.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2 1 2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29500 0.101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6.44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2.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3 2 1
2 0.870000 0.870000 0.500000 0.500000
2 0.022500 0.050000 0.700000 0.300000
2 6.440000 5.77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3.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4 1 1
2 0.750000 0.980000 0.500000 0.500000
2 0.043000 0.045800 0.700000 0.300000
2 6.440000 5.77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5.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5 1 1
2 0.870000 0.750000 0.500000 0.500000
2 0.016000 0.010000 0.700000 0.300000
2 7.100000 7.100000 0.700000 0.300000
1 5.000000 6.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6 2 2
2 0.750000 0.650000 0.500000 0.500000
2 0.015000 0.010000 0.700000 0.300000
2 7.100000 7.100000 0.600000 0.300000
1 5.000000 6.000000
2 10.000000 15.000000 0.600000 0.400000
1 0.250000 0.150000 0.250000

표 22

test.SEI 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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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파일을 불러와 지진구역을 편집할 경우, 편집을 끝내고 ‘덮어쓰기’를
하기 전까지는 ‘지진구역 그리기’를 다시 클릭할 경우에는 기존 편집 내용
이 모두 삭제되고 처음 파일을 불러와 ‘지진구역 그리기’를 클릭했을 때와
같이 모든 데이터가 파일 내용으로 초기화된다.
이 기능은 편집 내용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편집을 원할 경우 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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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측 상단의 ‘초기화’ 버튼은 모든 내용을 초기화 시킨다. 새롭게 지
진구역을 편집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단, 기존에 편집 중이었던 모든 정보가 모두 삭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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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 만들기
메인 메뉴에서 [지진구역]-[지진구역 만들기]를 선택해 ‘지진구역 만들기’
화면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지진구역 파일을 불러와 편집을 하는 도중 ‘초
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정보는 없어지고 초기화 되므로 새롭게 지진구
역을 만들 수 있다.
지도상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좌표정보를 입력하거나 탭페이지 상에서
‘좌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좌표정보를 설정한 후, 나머지 상세 정보를 입
력한다.
입력을 마치면 반드시 해당 탭페이지 상에서 ‘수정 완료’ 버튼을 눌러야
입력사항이 프로그램 상의 구조체에 저장되어진다. ‘수정 완료’ 버튼을 누
루지 않으면 파일 저장 시 해당 정보가 제대로 파일에 출력되지 않음을 유
의하여야 한다. 지진구역을 추가할 시에는 ‘지진구역 개수’ 우측의 ‘추가’
버튼을 눌러 탭페이지를 추가한 후, 해당 탭페이지에 변수를 입력한다. 마
찬가지로 변수 입력이 완료되면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른다. 삭제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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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해당 탭페이지를 선택한 후, ‘지진구역 개수’ 우측의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를 시킨다.
모든 구역에 대한 편집이 끝나면, 좌측 상단의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
튼을 눌러 파일이름을 선택한 후,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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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A – 입력파일
본 메뉴는 PGA 입력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기존에 저
장되어 있는 PGA 입력파일을 불러와 재편집하거나 새롭게 PGA 입력파일을
만들 수 있다. PGA 입력파일은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내에
PGA.INP 파일로 저장되어 진다. PGA.INP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PGA.INP 파일을 읽어들여 편집해 재저장 할 경우, 기존의 PGA.INP 파일의
정보는 없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 시 다른 이름을 지정할 경우,
PGA.INP 파일로 저장되면서 동시에 해당 이름으로 복사본이 자동으로 생성
되어 사용자가 후에 이를 불러들여 편집할 수 있게 하였다.

1) 메인메뉴에서 [PGA] – [입력파일] 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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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A 입력파일 생성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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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 입력파일 생성 화면은 PGA 입력파일에 들어갈 여러 가지 변수 입
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PGA 수’ 부분은 디폴트로 14개로 셋팅되어 있고, 14개 각 값도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으로 셋팅되어
있다.
또한, ‘거리-규모 분해’ 옵션을 ‘YES’로 할 경우, 이를 위한 4개의 변수 또
한 88, 250, 351, 551 로 셋팅되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팅되어 있는 변수는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
며 사용자가 수정하지 않는다면 저장시 셋팅된 대로 반영되도록 되어있다.

3) 부지 위치를 설정한다.

- 85 -

4) 규모와 거리를 입력한다.
규모는 ‘magnitude increasement (dmag)’이고 거리는 ‘distance increase
-ment (dr)’ 값으로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거리-규모 분해’ 옵션은 기본적으로 ‘NO’로 되어 있다. 만일, ‘YES’ 로 셋
팅할 경우 아래 4개의 변수 입력을 위한 칸들이 활성화된다. 기본적으로
셋팅되어 있는 값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셋팅된 값을 그대로 두면 된다.
PGA.INP로 저장될 때에는 ‘거리-규모 분해’ 옵션이 ‘YES’일 경우에는 1
로, ‘NO’일 경우에는 0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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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할 감쇠식을 결정한다.
사용할 감쇠식과 그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한다. 감쇠식은 다중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감쇠식 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감쇠식은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내에 PGA_ATT.LST 파일로부터
읽어온다. 따라서, PGA_ATT.LST 파일이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
렉토리 내에 있어야 한다. 만일, PGA_ATT.LST 파일이 ATTE.exe 실행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내에 없다면 다음과 같은 에러메세지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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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식 목록을 열어 원하는 감쇠식을 선택한다.

해당 감쇠식을 위한 표준편차와 가중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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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버튼을 눌러 해당 감쇠식을 선택목록에 추가한다.
감쇠식을 선택하면 감쇠식 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감쇠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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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감쇠식 목록에서 감쇠식을 선택하지 않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감쇠식을 선택하라는 경고창이 나타난다.

6) 선택한 감쇠식을 삭제할 수 있다.
선택한 감쇠식을 선택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먼저, 삭제할 감쇠식 번호를 선택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
면 해당 감쇠식이 목록에서 삭제되며 감쇠식 수도 자동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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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할 지진구역 파일을 선택한다.
사용할 지진구역 파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번호, 가중치를 입력
한다. 지진구역 파일은 구역의 좌표정보가 들어있는 ZON 파일과 구역별
세부정보가 들어있는 SEI 파일을 선택하여야 하며 ZON 파일과 SEI 파일
은 한 쌍으로 지진구역을 나타내므로 두 파일의 이름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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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로 다른 이름의 ZON 파일과 SEI 파일을 선택해 ‘추가’ 버튼을 클
릭했을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또한, ZON 파일과 SEI 파일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채 ‘추가’ 버튼을 클릭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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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진구역에 대한 전문가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다. 만일 전문가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추가’ 버튼을 클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전문가 번호는 전문가 인원수 안의 번호이어야 한다.
만일, 해당 지진구역에 대한 전문가 번호가 전문가 인원수를 초과한 값이
라면 경고창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문가 번호는 전문가 인원수 이하의 값
이어야 한다. 자동으로 갱신되기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지진구역 개수와는
달리 전문가의 인원수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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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파일들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입력한 후, 적절한 전문가 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지진구역 목록에 해당 사항이 추
가된다. 정상적으로 지진구역이 추가되면 지진구역의 개수가 자동으로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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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지진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지진구역을
추가할 때에는 전문가 번호가 전문가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
문가 인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8) 선택한 지진구역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선택한 지진구역을 선택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먼저, 삭제할 지진구역의 전문가 번호를 선택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진구역이 목록에서 삭제되며 지진구역 수도 자동으
로 감소한다.
지진구역의 수는 선택목록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지만 전문가 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택 지진구역의 목록의 증감에 따라 전문가 수를 올바르게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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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GA 값을 입력한다.
PGA 의 수는 디폴트로 14로 셋팅되어 있으며 그 값 또한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으로 기본적으로 셋팅되
어 있다.
디폴트 값 이외의 값으로 편집하고 싶다면 입력값의 개수와 PGA 수를 같
게 하여야 한다.

10) 출력파일의 이름을 지정한다.
원하는 출력파일의 이름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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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장하기.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대화창이
나타난다.
PGA 입력파일 생성 화면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
는 디렉토리 내에 PGA.INP 파일로 저장된다.
따라서, 기존에 PGA.INP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기존 파일의 내용
은 없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PGA.INP 파일로 저
장되고 사용자는 다른 이름의 파일명을 기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PGA.INP 파일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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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파일을 test_kins.INP 로 했을 경우,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
렉토리 내 test_kins.INP 파일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test_kins.INP 파일과 PGA.INP 파일의 내용을 보면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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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31 36.5

site location in degree

c attenuation file
2
1 3 0.500000 0.300000
2 13 0.500000 0.700000
c zoning map file
2 2
1 0.800000 eqrisk1.zon eqrisk1.sei 1
2 0.800000 eqrisk2.ZON eqrisk2.SEI 1
c parameter
0.5

magnitude increasement (dmag)

5

distance increasement (dr)

14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0
88.0 258.0 351.0 551.0
7 0.0 15.0 25.0 50.0 100.0 200.0 300.0
5 5.0 5.5 6.0 6.5 7.0
test.txt

표 23

test_kins.INP의 저장 내용

200
131 36.5

site location in degree

c attenuation file
2
1 3 0.500000 0.300000
2 13 0.500000 0.700000
c zoning map file
2 2
1 0.800000 eqrisk1.zon eqrisk1.sei 1
2 0.800000 eqrisk2.ZON eqrisk2.SEI 1
c parameter
0.5

magnitude increasement (dmag)

5

distance increasement (dr)

14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0
88.0 258.0 351.0 551.0
7 0.0 15.0 25.0 50.0 100.0 200.0 300.0
5 5.0 5.5 6.0 6.5 7.0
test.txt

표 24

PGA.INP 의 저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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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러오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INP 파일을 읽어 들여 새로 편집할 수 있다.
하단의 ‘불러오기’ 버튼은 클릭하면 파일열기 대화창이 나타난다. 기본적
인 디렉토리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이여 기본 파일 확장
자는 INP로 파일 확장자가 INP 파일들의 목록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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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온 파일의 내용이 각 해당 사항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위에 기술한 방
식으로 재편집하고 새롭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 후 저장할 경우에도 저장 파일 이름
을 PGA.INP로 하지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PGA.INP에
저장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설정한 파일명으로 복사본이 생긴다.

○ PGA – 계산
본 메뉴는 PGA.exe를 호출해 지진재해 자료를 계산하여 결과 파일을 만
드는 작업을 지원한다. PGA.exe 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PGA.INP 파일도 같은 디렉토리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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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본 메뉴에서 사용되는 PGA.INP 파일은 헤더가 200으로 시작되는
PGA.INP 파일이 사용된다. 따라서, PGA.INP 파일의 200이 아니면 파일오류
로 판단해 오류메세지를 표시하고 PGA.exe를 호출하지 않는다.

1) 메인메뉴에서 [PGA] – [계산] 을 선택한다.

2) 감쇠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산’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PGA.exe가 호출된다. PGA.exe는
같은 디렉토리 내에 있는 PGA.INP 파일을 읽어 감쇠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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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된 데이터 확인
PGA.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는 pgap 디렉토리가 있으며 pgap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PGA.exe 실행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이 중, test.txt 파일은 PGA.INP 파일 내에 설정된 출력 파일의 이름과
같다. 다음은 test.txt 파일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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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A(g)

cm/sec^2

Exp_01

Exp_02

Att_03

0.001020

1.0

0.693934E-01

0.670839E-01

0.194876E+00

0.025510

25.0

0.115146E-02

0.115146E-02

0.354164E-02

0.051020

50.0

0.239011E-03

0.239011E-03

0.748917E-03

0.076531

75.0

0.806097E-04

0.806097E-04

0.256881E-03

0.102041

100.0

0.339251E-04

0.339251E-04

0.109526E-03

0.153061

150.0

0.844427E-05

0.844427E-05

0.276919E-04

0.204082

200.0

0.269443E-05

0.269443E-05

0.890229E-05

0.255102

250.0

0.994478E-06

0.994478E-06

0.329795E-05

0.306122

300.0

0.405454E-06

0.405454E-06

0.134724E-05

0.408163

400.0

0.830018E-07

0.830018E-07

0.276290E-06

0.510204

500.0

0.207110E-07

0.207110E-07

0.689884E-07

0.612245

600.0

0.596620E-08

0.596620E-08

0.198796E-07

0.816327

800.0

0.676172E-09

0.676172E-09

0.225358E-08

1.020408

1000.0

0.103448E-09

0.103448E-09

0.344811E-09

표 25 test.txt 파일

○ PGA – 결과보기
본 메뉴는 PGA.INP 파일을 입력파일로 하여 PGA.exe를 실행시켜 생성된
출력파일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프는 전문가 보기, 지진구역 보기, 평균값 보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그래프에 대한 범례가 그래프 우측에 표시된다.
또한, 각 축은 log 스케일과 linear 스케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전문가 보기
PGA.INP 파일에 설정된 전문가의 수 만큼 그래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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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구역 보기
PGA.INP 파일에 설정된 지진구역의 수 만큼 그래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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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값 보기
평균값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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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저장하기
이미지를 저장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측상단의 ‘이미지 저
장하기’를 클릭하면 파일저장을 위한 대화창이 나타나고 원하는 디렉토리
에 저장하면 된다. 이미지는 bmp 파일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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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 – 입력파일
본 메뉴는 PSA 입력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기존에 저
장되어 있는 PSA 입력파일을 불러와 재편집하거나 새롭게 PSA 입력파일을
만들 수 있다. PSA 입력파일은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내에
PSA.INP 파일로 저장되어 진다. PSA.INP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PSA.INP 파일을 읽어들여 편집해 재저장 할 경우, 기존의 PSA.INP 파일의
정보는 없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 시 다른 이름을 지정할 경우,
PSA.INP 파일로 저장되면서 동시에 해당 이름으로 복사본이 자동으로 생성
되어 사용자가 후에 이를 불러들여 편집할 수 있게 하였다.

1) 메인메뉴에서 [PSA] – [입력파일] 을 선택한다.

- 116 -

2) PSA 입력파일 생성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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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입력파일 생성 화면은 PSA 입력파일에 들어갈 여러 가지 변수 입력
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몇몇 변수는 디폴트로 셋팅되어 있다.
상단 ‘부지위치’란의 위경도 및 규모, 거리는 35.71, 129.48, 0.2, 5로 셋팅되
어 있다. ‘PGA 수’ 부분은 디폴트로 14개로 셋팅되어 있고, 14개 각 값도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으로 셋팅되
어 있다.
또한, ‘Frequency’ 부분은 디폴트로 12개로 셋팅되어 있고, 12개 각 값도
0.2, 0.5, 2.5, 5, 15, 20, 25, 30, 33.3, 30, 80, 100 으로 셋팅되어 있다.
‘UHS return period’ 부분은 디폴트로 5개로 셋팅되어 있고, 5개 각 값도
500, 1000, 2500, 5000, 10000 으로 셋팅되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팅되어 있는 변수는 사용자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
며 사용자가 수정하지 않는다면 저장시 셋팅된 대로 반영되도록 되어있다.

3) 부지 위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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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경도, 규모 및 거리를 입력한다. 규모는 ‘magnitude increasement
(dmag)’이고 거리는 ‘distance increasement (dr)’ 값으로 원하는 값을 입력
한다.

4) 사용할 감쇠식을 결정한다.
사용할 감쇠식과 그에 따른 표준편차와 가중치를 설정한다. PSA 입력파
일을 위한 감쇠식은 SAT 확자자를 갖는 파일로 ATTE.exe 실행파일이 있
는 디렉토리의 atte 서브디렉토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감쇠식 파일열기 대화창은 디폴트 디렉토리로 이 atte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된다.
해당 파일을 선택한 후, 표준편차와 가중치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
릭하면 선택 감쇠식 목록에 선택사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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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쇠식을 위한 표준편차와 가중치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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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버튼을 눌러 해당 감쇠식을 선택목록에 추가한다.
감쇠식을 선택하면 감쇠식 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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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감쇠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

만일, 감쇠식 목록에서 감쇠식을 선택하지 않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감쇠식을 선택하라는 경고창이 나타난다.

5) 선택한 감쇠식을 삭제할 수 있다.
선택한 감쇠식을 선택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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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삭제할 감쇠식 파일을 선택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
면 해당 감쇠식이 목록에서 삭제되며 감쇠식 수도 자동으로 감소한다.

- 123 -

6) 사용할 지진구역 파일을 선택한다.
사용할 지진구역 파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 번호, 가중치를 입력
한다. 지진구역 파일은 구역의 좌표정보가 들어있는 ZON 파일과 구역별
세부정보가 들어있는 SEI 파일을 선택하여야 하며 ZON 파일과 SEI 파일
은 한 쌍으로 지진구역을 나타내므로 두 파일의 이름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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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서로 다른 이름의 ZON 파일과 SEI 파일을 선택해 ‘추가’ 버튼을 클
릭했을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또한, ZON 파일과 SEI 파일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채 ‘추가’ 버튼을 클릭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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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진구역에 대한 전문가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다. 만일 전문가 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추가’ 버튼을 클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난다.

전문가 번호는 전문가 인원수 안의 번호이어야 한다.
만일, 해당 지진구역에 대한 전문가 번호가 전문가 인원수를 초과한 값이
라면 경고창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문가 번호는 전문가 인원수 이하의 값
이어야 한다. 자동으로 갱신되기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지진구역 개수와는
달리 전문가의 인원수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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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파일들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입력한 후, 적절한 전문가 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 지진구역 목록에 해당 사항이 추
가된다. 정상적으로 지진구역이 추가되면 지진구역의 개수가 자동으로 증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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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지진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지진구역을
추가할 때에는 전문가 번호가 전문가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
문가 인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7) 선택한 지진구역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선택한 지진구역을 선택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먼저, 삭제할 지진구역의 전문가 번호를 선택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진구역이 목록에서 삭제되며 지진구역 수도 자동으
로 감소한다. 지진구역의 수는 선택목록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지만
전문가 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택 지진구역의 목록
의 증감에 따라 전문가 수를 올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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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GA 값을 입력한다.
PGA 의 수는 디폴트로 14로 셋팅되어 있으며 그 값 또한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으로 기본적으로 셋팅되
어 있다.
디폴트 값 이외의 값으로 편집하고 싶다면 입력값의 개수와 PGA 수를 같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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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requency 값을 입력한다.
‘Frequency’ 값은 디폴트로 12개로 셋팅되어 있고, 12개 각 값도 0.2, 0.5,
2.5, 5, 15, 20, 25, 30, 33.3, 30, 80, 100 으로 셋팅되어 있다.

10) UHS return period 값을 입력한다.
‘UHS return period’ 값은 디폴트로 5개로 셋팅되어 있고, 5개 각 값도
500, 1000, 2500, 5000, 10000 으로 셋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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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력파일의 이름을 지정한다.
원하는 출력파일의 이름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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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장하기.
모든 입력을 완료한 후, 우측 상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대
화창이 나타난다.
PSA 입력파일 생성 화면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
는 디렉토리 내에 PSA.INP 파일로 저장된다.
따라서, 기존에 PSA.INP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기존 파일의 내용
은 없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PSA.INP 파일로 저
장되고 사용자는 다른 이름의 파일명을 기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PSA.INP 파일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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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파일을 testPSA.INP 로 했을 경우,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
렉토리 내 testPSA.INP 파일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testPSA.INP 파일과 PSA.INP 파일의 내용을 보면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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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39.48 38.71
0.2

site location in degree

magnitude increasement (dmag)

5

distance increasement (dr)

14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2

frequency

0.2 100
5

UHS return period

500 1000 2500 5000 10000
3
0.001 0.0001 1e-005
attenuation file
2
1 J-B2003.SAT 0.500000 0.700000
2 JUNN2002.SAT 0.500000 0.600000
zoning map file
2 2
1 0.600000 eqrisk1.zon eqrisk1.sei 1
2 0.700000 eqrisk2.ZON eqrisk2.SEI 1
out file
test-kin.txt

표 26

testPSA.INP 의 저장 내용

400
139.48 38.71
0.2

site location in degree

magnitude increasement (dmag)

5

distance increasement (dr)

14
1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800 1000
2

frequency

0.2 100
5

UHS return period

500 1000 2500 5000 10000
3
0.001 0.0001 1e-005
attenuation file
2
1 J-B2003.SAT 0.500000 0.700000
2 JUNN2002.SAT 0.500000 0.600000
zoning map file
2 2
1 0.600000 eqrisk1.zon eqrisk1.sei 1
2 0.700000 eqrisk2.ZON eqrisk2.SEI 1
out file
test-kin.txt

표 27

PSA.INP 의 저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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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러오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INP 파일을 읽어 들여 새로 편집할 수 있다.
하단의 ‘불러오기’ 버튼은 클릭하면 파일열기 대화창이 나타난다. 기본적
인 디렉토리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이여 기본 파일 확장
자는 INP로 파일 확장자가 INP 파일들의 목록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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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온 파일의 내용이 각 해당 사항에 표시되고 사용자는 위에 기술한 방
식으로 재편집하고 새롭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파일을 불러와 편집한 후 저장할 경우에도 저장 파일 이름
을 PSA.INP로 하지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PSA.INP에
저장됨과 동시에 사용자가 설정한 파일명으로 복사본이 생긴다.

○ PSA – 계산
본 메뉴는 PSA.exe를 호출해 지진재해 자료를 계산하여 결과 파일을 만드
는 작업을 지원한다. PSA.exe 는 ATTE.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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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해 있어야 하며, PSA.INP 파일도 같은 디렉토리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
다. 또한 본 메뉴에서 사용되는 PSA.INP 파일은 헤더가 400으로 시작되는
PSA.INP 파일이 사용된다. 따라서, PSA.INP 파일의 400이 아니면 파일오류
로 판단해 오류메세지를 표시하고 PSA.exe를 호출하지 않는다.

1) 메인메뉴에서 [PGA] – [계산] 을 선택한다.

2) 감쇠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산’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PSA.exe가 호출된다. PSA.exe는
같은 디렉토리 내에 있는 PSA.INP 파일을 읽어 감쇠 데이터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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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된 데이터 확인
PSA.exe 실행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는 psap 디렉토리가 있으며 psap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PSA.exe 실행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생성된다.

이 중, test-kin.txt 파일은 PSA.INP 파일 내에 설정된 출력 파일의 이름
과 같다. 다음은 test-kin.txt 파일 내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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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eights
PSA(g)

cm/sec^2

0.20

1.00

2.50

0.001020

1.0

0.216699E-02

0.834964E-01

0.179342E+00

0.025510

25.0

0.201624E-04

0.803516E-03

0.321279E-02

0.051020

50.0

0.312961E-05

0.252758E-03

0.997855E-03

0.076531

75.0

0.794741E-06

0.116114E-03

0.485427E-03

0.102041

100.0

0.253068E-06

0.628714E-04

0.280958E-03

0.153061

150.0

0.373065E-07

0.238551E-04

0.121407E-03

0.204082

200.0

0.746499E-08

0.109617E-04

0.630224E-04

0.255102

250.0

0.182465E-08

0.563126E-05

0.363461E-04

0.306122

300.0

0.516118E-09

0.311518E-05

0.224632E-04

0.408163

400.0

0.567185E-10

0.110512E-05

0.982832E-05

0.510204

500.0

0.845990E-11

0.447824E-06

0.484322E-05

0.612245

600.0

0.157255E-11

0.198914E-06

0.258294E-05

0.816327

800.0

0.864253E-13

0.475440E-07

0.860513E-06

1.020408

1000.0

0.713487E-14

0.136152E-07

0.330665E-06

Median
PSA(g)

cm/sec^2

0.20

1.00

2.50

0.001020

1.0

0.217206E-02

0.825720E-01

0.177536E+00

0.025510

25.0

0.184302E-04

0.819759E-03

0.321487E-02

0.051020

50.0

0.249684E-05

0.252020E-03

0.992381E-03

0.076531

75.0

0.689747E-06

0.115078E-03

0.471244E-03

0.102041

100.0

0.210885E-06

0.606085E-04

0.271178E-03

0.153061

150.0

0.276833E-07

0.216418E-04

0.114343E-03

0.204082

200.0

0.518946E-08

0.929332E-05

0.568457E-04

0.255102

250.0

0.118882E-08

0.492219E-05

0.314315E-04

0.306122

300.0

0.316280E-09

0.284230E-05

0.186617E-04

0.408163

400.0

0.311417E-10

0.102549E-05

0.839625E-05

0.510204

500.0

0.422433E-11

0.360388E-06

0.432036E-05

0.612245

600.0

0.721227E-12

0.139515E-06

0.239174E-05

0.816327

800.0

0.341165E-13

0.266567E-07

0.677578E-06

1.020408

1000.0

0.205743E-14

0.693720E-08

0.247400E-06

표 28 test-kin.tx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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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 프로
그램은 EQRISK, EQHAZARED등이 있는데 모두 자료의 입력, 계산 과정,
결과 출력 과정이 텍스트 기반이 대부분이여서 재해도 평가를 위한 자료의
입출력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확률론적인 지진재해도 평가는 다양한 입력 자료를 반
영하여 계산하고 이들을 다시 통계적으로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 확률
론적 지진재해도 계산 프로그램은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입출력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을 단
순화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지진재해도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지진학 관련 기반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원자력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연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등이
지진학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에 필요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결과
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과들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GUI 기
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프로그램 개발은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 평가
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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