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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speed railway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tunnel, bridge, and viaduct to meet the straightness needed 

for keeping the high speed up to 400 km/s. Seismic fragility for the high-speed railway infrastructure can be assessed 

as two ways: one way is studying each element of infrastructure analytically or numerically, but it requires lots of research 

efforts due to wide range of railway system. On the other hand, empirical method can be used to access the fragility 

of an entire system efficiently, which requires case history data. In this study, we collect the 2004 MW 6.6 Niigata 

earthquake case history data to develop empirical seismic fragility function for a railway system. Five types of intensity 

measures (IMs) and damage levels are assigned to all segments of target system for which the unit length is 200 m. 

From statistical analysis, probability of exceedance for a certain damage level (DL) i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IM. 

For those probability data points, log-normal CDF is fitted using MLE method, which forms fragility function for each 

damage level of exceedance. Evaluating fragility functions calculated, we observe that T=3.0 spectral acceleration (SAT3.0) 

is superior to other IMs, which has lower standard deviation of log-normal CDF and low error of the fit. This indicates 

that long-period ground motion has more impacts on railway infrastructure system such as tunnel and bridge. It is 

observed that when SAT3.0 = 0.1 g, P(DL>1) = 2%, and SAT3.0 = 0.2 g, P(DL>1) = 23.9%.

 

요   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속철도 시스템의 지진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은 지진피해 사전대응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다. 고속철도를 이루는 구조물은 400km/s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열차의 직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교량, 터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취약도는 각 구조물의 단면을 분석하여 

해석적 또는 수치적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으나, 고속철도 전체 시스템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대상이 

넓어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해석적 방법이 아닌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속철도 시스템 

전체의 일반적인 지진 취약도 곡선을 개발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대상 지진 사례는 규모 6.6 2004년 니가타 지진으로, 

이 지진은 진앙 인근 부근을 지나는 고속철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에서의 계기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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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해 각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확률을 결정하였다. 그 후,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계기진도를 함수로 하는 초과피해 확률을 로그정규누적분포함수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취약도 곡선을 분석

한 결과, 장주기 성분의 계기진도인 주기 3초의 응답스펙트럼(SAT3.0)이 로그정규누적분포함수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오차의 표준편차 또한 작게 나타나 터널 및 교량 등 고속철도 시스템의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계기진도로 판단되었다. 이는 장주기 성분의 지진파가 터널 및 교량 등의 피해에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개발된 취약도 곡선으로부터 보통 이상(DL > 1)의 피해에 대해 SAT3.0 = 0.1g일 때 2%의 피해확률을 예측하

였으며, SAT3.0 = 0.2g일 때 23.9%의 피해확률을 예측하였다.

Keywords : 2004 Niigata earthquake, Fragility function, High-speed railway, Seismic damage

1. 서 론

고속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

하는 교통시스템으로 한국의 KTX, 일본의 신칸센, 프

랑스의 TGV, 독일의 ICE, 중국의 CRH 등 많은 국가에

서 유지･운영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운영최고속도는 현

재 약 300-400km/s 정도이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

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Han et al., 2015). 이러한 고

속열차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속철도는 직진성

을 유지하도록 건설되며, 그에 따라 철도를 지지하는 구

조물로 교량, 터널 등을 수반하고 있다. 교량 및 터널과 

같은 구조물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구조물의 지진에 대한 성능을 사전 평가하고 

취약도를 분석하는 것은 구조물 내진설계, 사전대응계

획설립 등 고속열차의 지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

하다.

고속철도 시스템의 지진 취약도 분석에는 철도가 지

나가는 곳에 위치한 교량, 터널, 지반, 사면, 부속구조물 

등의 내진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적 또는 수치적 방법을 

이용한 각각의 구조물의 정밀한 내진 해석에는 많은 수

의 경험적 데이터 또는 수치해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연구와 여러 연구팀의 노력

이 필수적이다(Argyroudis and Kaynia, 2015; Argyroudis 

and Pitilakis, 2012). 이번 연구에서는 각 구조물의 면밀

한 해석 보다는 실제 피해 사례로부터 경험적으로 고속

열차 시스템의 지진 취약도를 분석하고 취약도 곡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적 취약도 곡선의 장점은 실제 지

진에 의한 피해 사례를 사용함으로 지진크기의 불확실

성과 피해정도의 불확실성이 저감되었다는 것이다. 단

점으로는 많은 사례가 수집되어야 일반화 된 취약도 곡

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는 규모 6.6의 2004

년 니가타 지진이며, 니가타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조에츠 신칸센 고속철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조에

츠 신칸센 고속철도는 도쿄와 니가타를 잇는 고속철도

로, 2004년 니가타 지진에 의해 열차의 탈선사고가 일

어났으며, 진앙 인근의 교량 및 터널 구간에 여러 피해

가 발생하였다. 지진 피해를 입은 에치고-유자와역에서 

니가타역까지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세그먼트로 구분한 

후 각 세그먼트의 계기진도(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

속도, 응답스펙트럼)를 추출하였고, 각 세그먼트별 구조

물 유형을 정립한 후, 구조물별 피해정도를 정의하여 통

계분석을 통해 피해확률을 정의하였다. 그 후 회귀분

석으로부터 취약도 곡선을 개발하였다. 이번 논문의 내

용 중 아무 피해 이상에 대한 취약도 곡선은 ICTUS 

2019(Th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unnels and 

Underground Space, Kwak et al., 2019)에서 발표되었으

며, 본 논문에서는 피해정도의 구분에 따라 변화하는 취

약도 곡선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 2004년 니가타 지진에 의한 고속철도 피해사례

2.1 조에츠 신칸센 철도 구조물 분류 및 피해 유형

2004년 규모 6.6의 니가타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하여 

도로, 사면, 제방, 철도, 주택 등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

였다(Scawthorn and Rathje, 2008). 진앙 인근을 지나가

는 조에츠 신칸센 열차와 철로에도 열차 탈선, 터널 파

괴, 교량 파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연구

에서는 주로 피해가 보고된 118km 길이의 에치고-유자

와 역과 니가타 역 사이의 신칸센 철로를 대상으로 지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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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Joetsu Shinkansen, type of railway structure, and epicenter of MW 6.6 2004 Niigata Chuetsu earthquake. Intensity color 

map from ShakeMap (USGS, 2019) is also shown.

대상 시스템의 계기진도와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판

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구간을 단위길이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조에츠 신칸센은 고속열차 객차 1량의 길

이가 약 25m이며, 약 8량 이상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를 200m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118km의 대상 구간을 592개의 세그먼트로 분류하였다. 

대상 구간의 철로 시스템을 참고문헌(Ogura, 2006), 위

성 사진 및 거리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철로가 지나가

는 구조물이 터널, 교량, 그리고 역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592개의 세그먼트 

중 232개의 세그먼트가 터널로 구분되었으며, 352개가 

교량, 그리고 8개가 역으로 분류되었다. Fig. 1은 대상 

철로시스템 위치와 구조물 유형, 그리고 진앙의 위치를 

보여준다. 

Ogura(2006)에서는 조에츠 신칸센 철로의 피해와 피

해 복구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철로에 대한 피해 설명과 각 세그먼트별 구조물 유형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피해의 심각성을 정량

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전체 피해 상황과 각 구조물의 

피해 설명, 그리고 피해의 집중도를 기반으로 Table 2와 

같이 피해 정도(Damage Level, DL)를 미미한 피해(DL 

1)부터 심각한 피해(DL 4)로 정의하였다. 피해 유형 중 

전철주의 기울임이 가장 넓게 관측되었다. 전철주의 기

울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철로 주요 구조물의 피해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한 피해이기 때

문에 DL 1로 설정하였으며, 터널 내벽에서의 콘크리트 

파편 떨어짐과 한 위치에서의 손상 교각의 수가 4개 이

하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교각 피해와 피해 복

구 노력이 크지 않기에 DL 2, 터널 내 콘크리트 파편 

떨어짐, 슬라브 변형, 중앙도로에의 균열과 같은 복합적 

피해와 손상 교각의 수가 4개를 초과할 경우는 다양한 

피해 개소를 고려하여 DL 3, 지반변형 또는 철로변형이 

발생한 경우는 복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

하여 DL 4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DL의 정의는 국내 연

구인 “철도시설물의 지진취약도함수 국산화 연구”(Park 

et al., 2008)에서도 차용한 미국의 자연재해리스크분석

도구인 HAZUS의 피해 손상 정도를 참고하였다(Kircher 

et al., 2006). Snow-melting station의 피해도 발생하였는

데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피

해 위치와 지진의 크기를 기반으로 이러한 피해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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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ilway infrastructure type and damage description for each location. Distance is measured from Echigo-Yuzawa station. 

Distance (km) Damage description Railway infrastr. type Name of location

0-0.2 Station Echigo-Yuzawa Station

0.2-28.6
44 catenary poles tilted 

2 snow-melting stations damaged
Mixed

Between Echigo-Yuzawa and 

Urasa stations

0.2-1.6 Viaduct

1.6-25.6 Tunnel

25.6-28.6 Viaduct

28.6-28.8 11 catenary poles tilted Station Urasa Station

28.8-62.8
70 catenary poles tilted

2 snow-melting stations damaged
Mixed Between Urasa and Nagaoka stations

28.8-30.6 Viaduct

30.6-37.0 Fallen concrete Tunnel Urasa Tunnel

37.0-37.2 Viaduct

37.2-40.4 Fallen concrete Tunnel Hironouchi Tunnel

40.4-40.6 Viaduct

40.6-40.8 4 columns damaged Viaduct No.1 Wanazu Viaduct

40.8-41.0 8 columns damaged Viaduct No.3 Wanazu Viaduct

41.0-41.4 2 columns damaged Bridge Uonogawa Bridge

41.4-50.0

Slab track deformed; Fallen pieces from 

arch and side walls; Side wall of central 

passageway damaged 

Tunnel Uonuma Tunnel

50.0-50.4 Viaduct

50.4-51.8
Slab track deformed; Fallen concrete; 

Cracks in central passageway
Tunnel Myoken Tunnel

51.8-54.6 Fallen concrete Tunnel Takiya Tunnel

54.6-54.8 Subsidence in two places Viaduct Jodogawa bridge and Toka-machi viaduct

54.8-55.4
28 columns damaged; Slab and rail 

fasteners damaged; Rails thrown off back
Viaduct Muramatsu Viaduct

55.4-56.4 Viaduct

56.4-56.6
1 coulums damaged; Slab and 

rail fasteners damaged
Viaduct Katada Viaduct

56.6-62.2 Viaduct

62.2-62.4 Subsidence at one place Viaduct Kamishima Viaduct

62.4-62.8 37 catenary poles tilted Station Nagaoka Station

62.8-85.8
14 catenary poles tilted

5 snow-melting stations damaged
Viaduct

Between Nagaoka and 

Tsubame Sanjo stations

63.8-64.0 1 columns damaged Viaduct No.1 Fukuro-machi Viadcut

69.2-69.6 1 columns damaged Viaduct Sorida Viaduct

71.0-71.4 1 columns damaged Viaduct Hayami Viaduct

84.0-84.2 1 columns damaged Viaduct Kaibami Viaduct

85.8-86.0 37 catenary poles tilted Station Tsubame Sanjo Station

86.0-118.2 1 snow-melting station damaged Viaduct
Between Tsubame Sanjo and 

Niigata stations

118.2-118.4 Station Niigata Station

Table 2. Damage level assigned for each infrastructure type and damage description

Damage 

level

Damage 

state

Railway infrastr. 

type
Damage description

Number of 

segments

1 Slight
Station

Catenary poles tilted or snow-melting station damaged 9
Viaduct

2 Minor
Tunnel Fallen concrete

11
Viaduct or bridge 1-4 columns damaged

3 Moderate
Tunnel Fallen concrete, slab track deformed, and cracks in central passageway

4
Viaduct or bridge > 4 columns damaged

4 Extensive Viaduct Ground subsidence or rail deform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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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rtraits of high-speed railway infrastructure damage by MW 6.6 2004 Niigata Chuetsu earthquake (from Ogura, 2004). (a) Viaduct 

column damage (DL = 2), (b) tunnel damage (DL = 3), and (c) rail deformation (DL = 4)

DL 1으로 정의하였다. 열차의 각 시설물별 피해정도에 

따른 사진이 Fig. 2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DL은 592개

의 세그먼트에 각각 할당되었다. 

취약도 분석을 위해서는 피해가 일어난 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 위치에 

따라 구조물이 경험하였을 지진파의 크기를 정량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Ogura(2006)는 조에츠 신칸센의 피해

와 피해정도를 기술하나, 모든 피해의 정확한 위치를 기

술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에치고-유자와 역과 우

라사 역 사이에 44개의 전철주가 손상”과 같이 피해가 

기술되어 있어 44개의 전철주가 역 사이의 어느 세그먼

트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런 위치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기법을 

사용하였다. 에치고-유자와 역과 우라사 역 사이에는 총 

143개 세그먼트가 존재한다. 또한 위성 사진으로부터 

200m 길이의 한 세그먼트 안에 복선철로를 고려한 전

철주가 총 10개 위치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44

개의 전철주는 최소 4.4개의 세그먼트 안에 위치한다. 

총 143개 중 4.4개의 세그먼트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이러한 전철주 피해의 경우 세그먼트마다 

3%의 위치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00%의 가중

치는 최소 1개의 피해 유형이 한 세그먼트 안에서 관측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치가 불확

실한 모든 피해 유형을 분산 시켜 각 세그먼트에 할당하

였다. “우오노가와 교량에 2개의 교각 피해”와 같이 위

치가 확실한 경우, 100%의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2.2 계기진도 분포

지진 취약도의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지진에 의해 

세그먼트가 경험한 지진파의 크기를 정량화 시켜야 한

다. 분석에 사용한 계기진도로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 최대지반속도(PGV, Peak Ground 

Velocity), 그리고 0.3초, 1초, 3초 주기의 응답스펙트럼

(SAT0.3, SAT1.0, SAT3.0, Spectral Acceleration)을 선택하

였다. 이러한 계기진도는 USGS의 계기진도서비스인 

ShakeMap에서 추출하였다. ShakeMap은 지반운동예측

모델을 사용하고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한 계기진도를 보

간하여 계기진도를 생성하는 것으로(Wald et al., 2005), 

2004 니가타 지진에서는 Zhao et al.(2006)의 지반운동

예측모델이 사용되었다. 

Fig. 3은 ShakeMap에서 제공하는 2004년 니가타 지

진의 PGA, PGV, SATXX 래스터 파일에서 각 철로 세그

먼트 중앙 위치에서의 값을 추출하여 에치고-유자와 역

에서부터의 철로 거리별로 도시한 것이다(USGS, 2019). 

PGA와 SAT0.3은 20km 인근에서 중간 최곳값을, 그리고 

40km 인근에서 최곳값을 나타낸다. PGV는 40-70km 구

간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SAT1.0

은 40km 이전에 최곳값, 그리고 50km 이후에 중간 최

곳값을 나타낸다. SAT3.0은 40km 인근에서 최곳값을 나

타낸 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크기가 작아진

다. 이와 같이, 각 계기진도 유형별로 철로를 따라 그 

크기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취약도 곡선 추정 방법

어떤 시스템의 지진 취약성은 지진에 의한 계기진도

와 각 계기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해 유무를 수집하

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Porter 

et al., 2007; Baker, 2015; Kwak et al., 2016). Porter et 

al.(2007)은 데이터의 연속성 및 존재 유무에 따라 취약

도 곡선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Baker 

(2015)는 최적 취약도 곡선을 찾기 위한 회귀 분석에 대

해 설명하였다. Kwak et al.(2016)은 제방의 지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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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GA, (b) PGV, (c) SAT0.3, (d) SAT1.0, (e) SAT3.0 along Joetsu Shinkansen railway between Echigo-Yuzawa station and Niigata 

station (from Kwak et al., 2019). Distance is measured along the railway from Echigo-Yuzawa station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적 취약도 곡선을 제시하였다.

지진 취약도는 주어진 지진의 크기에서 임의의 목표

피해정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확률을 나타낸다(Porter 

et al., 2007). 계기진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취약도 함수

는 Eq.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DL은 피해정도, dl은 목표피해정도, IM은 계

기진도, im은 주어진 계기진도, 그리고 Fdl(IM)은 IM에

서 예측되는 DL이 dl을 초과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취

약도 함수인 Fdl(IM)은 확률 함수이므로 0-100%의 범위

를 갖고, 따라서 Fdl(IM)의 추세곡선, 즉 취약도 곡선을 

정의할 때 주로 누적분포함수(CDF)가 자주 쓰인다. 만

약 피해 데이터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Eq. (2)와 같이 로그정규CDF함수를 취약도 곡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ln
   (2)

여기서 Fdl(IM)’은 취약도 곡선, Φ는 정규CDF 함수, 

xm은 중간값, 그리고 β는 로그정규분포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q. (2)와 같이, 취약도 곡선을 정의하기 위해

서는 xm과 β를 필요로 한다. Porter et al.(2017)은 최소자

승법으로, Baker(2015)는 최대우도추정법으로 각각의 

상수들을 결정하였다. 두 방법 모두 효율적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Baker(2015)의 방법을 따라 최대우도추정

법으로 취약도곡선을 결정하였다.

Fig. 4는 DL > 0 일 때의 PGA에 대한 Fdl과 로그정규

CDF를 회귀 함수로 활용하고 최대우도추정법으로 구

한 Fdl‘을 보여주고 있다. 각 PGA마다의 Fdl을 구하기 

위해 PGA를 정렬한 후 한 그룹에 50개의 세그먼트를 

갖도록 분류하였고, Eq. (3)과 같이 각 그룹에서 피해를 

입은 세그먼트(Ndamaged)와 전체 세그먼트(Nall)의 비율로 

피해 확률을 결정하였다. 


 


∣

∣
 (3)

이와 같은 방법은 등구간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각 포

인트에 동일한 데이터 개수가 포함되므로 회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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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bability of damage for DL > 0 for PGA bins composed 

of 50 segments within a bin and a fitted model using MLE 

method

Fig. 5. Fragility curves with different damage level thresholds (DL > 0, DL > 1, and DL > 2) and different IM : (a) PGA, (b) PGV, (c) SAT0.3, 

(d) SAT1.0, (e) SAT3.0. Dotted green line at (e) is for fragility function of DL > 0 disregarding left-side two points

진행할 때 각 포인트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지 않

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4. 고속철도 시스템의 피해정도별 취약도 곡선

PGA, PGV, SAT0.3, SAT1.0, SAT3.0 다섯 개의 계기진도

를 취약도 함수와 비교하여 가장 오차가 적은 취약도 

곡선과 예측성이 가장 우수한 계기진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dl을 높임에 따라 변화하는 취약도 곡선의 양상 

또한 살펴보았다. 오차의 크기는 최대우도추정법으로 

결정한 취약도 곡선과 데이터와의 차이의 표준편차(σ)

로 계산하였으며, 예측성은 Eq. (2)의 β로 가늠할 수 있

다. 취약도 곡선은 결국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률의 분포가 좁아 증가폭이 급격할 때 예측성이 뛰어

나다고 할 수 있다. β는 CDF에서 분포의 넓이와 연관되

어 있는 상수로 그 값이 크다면 비슷한 피해 확률을 추

정하는 지진 크기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β값이 작아야 피해 확률 예측성이 높은 취약도 곡선

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 방법을 이용한 Kwak et al. 

(2016)의 제방 지진 취약도의 예측성은 β = 0.8-2.0 정도

로 나타나며, 구조물 해석에서는 0.4-0.5의 범위로 상대

적으로 작은 β를 나타낸다(Aslani and Miranda, 2005; 

Pagni and Lowes, 2006). 따라서, 지진 취약도 곡선을 

위한 최적 계기진도는 취약도 곡선의 정확성을 위해 σ

가 작으며, 예측성을 위해 β가 낮은 취약도 곡선을 제시

하는 계기진도라 할 수 있다. 

Fig. 5는 선택된 5개의 계기진도에 대해 DL > 0,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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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agility curve metrics, median (xm) and log-standard deviation (β) using log-normal CDF as a functional form, and standard 

deviation of errors (σ) for each damage level of exceedance

Intensity measure Parameter DL > 0 DL > 1 DL > 2

PGA

xm (%g) 701.2 945.9 966.4

β 1.63 1.52 1.22

σ 0.023 0.021 0.017

PGV

xm (cm/s) 405.1 331.4 176.7

β 1.36 0.98 0.43

σ 0.018 0.020 0.008

SAT0.3

xm (%g) 1210 1094 881.7

β 1.55 1.18 0.85

σ 0.022 0.017 0.015

SAT1.0

xm (%g) 259.7 195.8 1291

β 1.34 0.92 1.62

σ 0.023 0.024 0.017

SAT3.0

xm (%g) 133(31.6)* 29.0 31.8

β 1.66(0.69)* 0.52 0.46

σ 0.031(0.019)* 0.017 0.018

*These metrics are regressed without left-side two green points in Figure 5e. 

> 1, DL > 2 일 때의 취약도 함수와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취약도 곡선을 보여준다. Table 3에서는 각 계기

진도와 DL경계에 따라 결정된 취약도 곡선의 σ와 xm, 

그리고 β값을 보여준다. 5개의 계기진도에서 SAT3.0이 

DL > 1 과 DL > 2에서 낮은 σ와 β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DL > 0에서는 SAT3.0의 취약도 예측성능이 

떨어지는데, Fig. 5e에서 DL > 0의 가장 좌측 2개의 포

인트에 기인한다. 이것은 지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

은 곳에서의 확률에 의한 것으로, DL = 1에 의한 확률

이다. 이러한 오차는 피해 위치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좌측 2개 포인트를 무시한 SAT3.0의 취약

도 곡선(Fig. 5e 초록색 점선)은 다른 계기진도에 비해 

그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결과적으로 SAT3.0의 취약

도 곡선이 고려된 5개의 계기진도 중 가장 예측성이 뛰

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HAZUS에서는 교량의 취

약도 곡선을 위해서는 SAT0.3, SAT1.0, 또는 영구변위를, 

터널의 취약도 곡선을 위해서는 PGA 또는 영구변위를 

사용한다(FEMA, 2014). 따라서, 일반적인 최적계기진

도 선택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에츠 신칸센 고속철도 시스템의 2004

년 지진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취약도 함수를 경험적 

기법으로 개발하였다. 5개의 계기진도를 사용하여 계산

한 취약도 곡선을 비교분석한 결과, SAT3.0이 가장 피해 

확률의 예측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SAT3.0은 지

진파의 장주기 성분이 많이 포함된 계기진도이므로, 고

속철도 시스템의 터널 및 교량의 피해가 지진파의 장주

기 성분에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진도로는 PGV가 예측성과 정확성에서 우월

한 계기진도로 판단된다. 

시스템 전체의 취약도를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

속철도 시스템 내의 한 부분에 대한 취약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피해 확률을 예측하여 지진피해 

사전예비분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 지진과 한 시스템만을 

이용한 것으로, 취약도 곡선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취약도 곡선의 검

증 및 일반화를 필요로 한다. 향후 연구로 추가적인 고

속철도 지진피해 사례 분석 및 수치해석을 활용한 피해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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