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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애 관한 연구(II)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까지 국내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시공 및 셜계중에 었 

다. 원자력 발전소는 내진범주 l급 구조물로서 그 중요도가 일반건물 

구조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한정된 부지 선정조건 때문에 발전 

소의 건설에 어려움이 중대되고 었다. 근래들어 빈발하는 지진들로 미 

루어 볼 때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역일 수 없으며， 따라셔 부지 

션정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척으로 연약한 지반위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셜할 경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의 고려는 구조물 해석 및 껄 

계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타 연구분야에 

비해 불확실한 요인들이 산재해 었고 공학척으로 미해결 문제들이 많 

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료분석올 통한 

국내 해석기술 촉적과 해석절차의 개발 및 검토에 목적을 두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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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음 여섯가지 항목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업력 지진운동의 결정을 위한 자유장해석 

2)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서 지반의 효과를 보다 간편하게 구 

현하기 위한 엄피던스함수에 관한 연구 

3) 변형도에 의존하는 지반의 재료비선형성에 관한 연구 

4) 구조물의 들림현상에 관한 연구 

5) 원전 부지내의 지하 매셜관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 

6) 지상 탱크구조물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 

각 항목별로 주안점올 두어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현황 분석 및 션진국의 연구결과 분석 

2)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석기술 도출 및 해석이론 정렵 

3) 개선된 기술의 적용성 검토 및 실용화 연구 

4) 해석절차 및 안전성， 건전성 명가 지챔 제공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를 통하여 각 항목별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관련된 해 

석방법에 관한 국내 해석기술의 촉척을 이루었고 해석절차를 제시하 

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내진해석의 안전성 확보와 설계 및 해석에 관 

한 섬사기준 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연구분야별 연구결과는 기존의 원전 안전도 재평가 및 건전성 재 

평가 시스댐의 개발과 원전 구조물， 기기의 내진 검증기술 국산화에 

활용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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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Development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Method (II) 

II. Objectives and Importances of the Project 

A number of nuc1ear power plants are under operation, 

construction or design until nowdays. Nuc1ear power pl때ts belong 

to the seismic category 1 because seismic forces critical to the 

design of nuc1ear power plants. Limitation of site determination 

makes it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sign and construct the 

nuc1ear power pla따s. Moreover, because of recent ocasional 

domestic earthquakes it is essentia1 for the designer and regulatory 

staffs to consider the effects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in design 

process. This consideration, ne어less to say, should be based on 

the fully understanding the theoretica1 background and the 

methodology to treat the interaction problem. In this point of view,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il-strncture interaction analysis 

method is absolut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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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inc1udes following six items. 

1) Free field analysis for the determination of site input motions 

(Appendix I.) 

2) Impedence ana1ysis which simplifies the effects of 

soil-structure interactior. by using lumped parameærs 

(Appendix II.). 

3) Soil-sσucture interaction analysis inc1uding the material 

nonlinearity of soil depending on the level of strains (Appendix 

ill'>. 

4) Strong geometric nonlinearity due to the uplifting of the base 

(Appendix IV.). 

5) Seismic an외ysis of underground structure such as varied pipes 

(Appendix V.). 

6) Seismic analysis of liquid storage tanks (Appendix VI.). 

Each item contains following contents respectively. 

1) State-of-the-art review on each item and data base 

consσuction on the past researches. 

2) Theoretical review on the technology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ana1ysis. 

3) Proposing preferable technology and estimating the domestic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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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posing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safety and analysi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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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모든 구조물은 펼연적으로 지반의 영향올 받게 되며 이러한 지반의 영향 

중에서 지진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일본， 미국 둥 지진 빈발지역에 위치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반도에서도 역사적으로 

수차례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근래에도 소규모의 지진이 자주 관측 

됩에 따라 내진셜계에 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의 

제약으로 원전 구조물파 같온 중요 구조물이 지반의 영향올 받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었으므로 지변}-구조물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척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었다. 

내진혜석은 원전구조물의 설계과정 중 가장 중요하며 타 분야에 비해 고 

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해석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혜롤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내친절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톡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의 경우는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특히 많으며 불 

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푼에 외국에서는 아직도 이에 판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셔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 

되어 왔으나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내진해석 기술올 

확립하기 위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적용 

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이론에 관한 연구가 주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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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KEPCO, KAERI, KOPEC 동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우드 감쇠， 구조물 상대강도의 영향， 기 

존 전산프로그램의 수정-보완 충상지반의 영향 기초의 들립으로 인한 영 

향， 매립구조물의 내진해석 둥에 관한 부분적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나， 이에 

관한 국내의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따라서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 효과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이론적 연구와 해석기술 및 적용 

성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제 2절 연구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에 관한 국내외의 기 

술현황올 파악하여 각 연구분야별로 기술이론올 정립하고 적용성올 

검토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랩올 개발， 수정하며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 

하였다. 각 연구분야별 연구내용 및 범위와 기술되는 내용의 구성은 

표 1.1과 같다. 

본 보고서의 제 1장에서는 여섯 항목에 관한 연구의 펼요성 및 목 

적， 각 항목별 연구내용 및 범위률 간략히 기술하였고 채2장에셔는 

각 항목별 연구내용올 간단환 연구결과와 함께 기술하였으며 제3장 

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활용방안 추후 연구파채 및 

항목별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부록 1. 부터 부록 VL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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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항목별 연구내용 

제1절 자유장 해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진이나 발파둥과 같은 지하 및 지표견에 위치한 진동웬에 의하여 발 

생하는 탄성파는 지반매질올 통하여 전파되어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에 동 

적하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 및 지하방사성폐기물 

처분장둥과 같은 중요구조물율 껄계하는데 있어서 내진셜계롤 위한 셜계 

지반운동올 결정해야 한다. 셜계지반운동올 결정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충 

분한 지진기록을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지만 모든 부지에 

이러한 방법을 척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부지에 

인접한 권역에셔의 지진원기구와 지충구조롤 알 수 있다면 이론적인 모사 

방법에 의해서 지반훈동의 변화륙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해당 지반에서의 셜계지반운동 결청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반구조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인 경우에는 수학적인 방법율 사용하 

여 해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구조는 각충별로 매질 

의 륙성을 달리하는 수명방향으로 평행한 지충으로 구성된 평행충상 반무 

한체로 모웰링될 수 있으며 지반웅답은 propagator matrix 방법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형태의 분지구조에서 불규칙한 지표면 또 

는 지하의 측면 간섭현상이 지반웅답의 큰 증폭과 긴 지속시간을 만들어 

낼 수 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또는 경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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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둥과 같은 근사적 수치해석기법의 적용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의 지진특성이 고려된 자유장에서 진통원에 의하여 

발생한 탄성파의 전파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특정부지에 

서의 셜계지반운동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관련설비의 셜계 또는 건절에 사용되는 업력지반 

운동의 껄정에 관한 규제 또는 지첨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유장에서의 진원에서 톡청한 지반위치에 이르는 파전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기술현황을 여러문헌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몇 가지 해 

석방법율 요약하였다. 

매질율 통하여 전파되는 탄생파의 전파과정 해석율 위한 방법으로서， 

복잡한 경계롤 가지는 지반의 해석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유한요소법 

과 경계요소법， 그리고 지반이 수명으로 명행한 지충으로 모델링될 수 있 

는 지반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propagator matrix 방법둥에 대해서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들 내용에 근거하여 개발된 두 깨의 프로그램올 통하여 

지반운동 해석예제률 수행하였다. 

프로그랩의 내용을 요약하면， 분지지반구조에서 분지의 기하학적인 모 

양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운동의 중폭현상 및 강진지속시간이 길어지는 현 

상율 해석하기 위하여 경계요소법울 사용한 BPSVSE.FOR프로그햄과 지 

반올 명행충상반무한체로 모댈령 한후 propagaor ma미X 방법에 근거하여 

지표면파 지하에서의 지반운동변화양상을 해석할 수 있는 SS.FOR 프로 

그햄의 두 가지이다. 

해석예제를 통하여 경계요소법올 적용하여 분지지반구조에서 기반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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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지에서의 지반운동 중폭효과를 알아보았으며 propagator matrix 

방법에 기초하여 평행충상반무한체의 깊이에 따른 지반운동의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해석예제를 수행한 프로그햄의 사용자 지침서를 마련하여 셜계용 또는 

설계심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자유장웅답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지의 지반구조를 고려한 분 

지지반거동해석과 평행충상반무한체의 깊이에 따른 운동분포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랩을 각각 작성하여 해석에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분지 

지반의 경우 기반암에서의 운동보다 중폭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명행충상반무한체에셔 운동륙성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관측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진셜계를 위한 업력지반운동의 결청에는 진원기구， 지진파의 전파경 

로， 그리고 관측정근처의 부지조건둥올 총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 

로 실제에 가까운 지반운동을 원한다면 단충면에서의 단충파괴 전화과정 

및 barrier의 영향도 고려할 수 있는 진원모델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통제점의 개념으로서 지진기반을 도입하여 부지의 국부척인 영향이 제 

거된 지점에서 업력지진동의 진원특성， 전파경로의 의존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었다. 

입력운동의 업력지진파를 셜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즉， 과거의 지진 

을 대상으로 지진입사파를 셜정하는 방법과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지진에 

대하여 지진입사파를 셜정하는 방법이 었다. 앞의 방법에는 특정부지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진관측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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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진원특성， 전파경로특성둥 표층지반 이외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지반운동의 이론척 모사방법은 실제 지진기록과의 

비교검증을 거친 후 지상시셜 뿐만 아니라 지하 시얼의 내진셜계시 젤계 

지반운동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원자력발전소가 과거에는 지반이 견고한 부지에 건셜되었으나 건셜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점차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지반이 유연하고 

지반구성이 복잡한 부지에 건셜될 전망이다. 내진설계시에 지진에 대 

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률 과거에는 무시하였으나， 유연하고 지 

반구성이 복잡한 부지에 앞으로 건셜될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반 

드시 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셜계기술 중 불확실성이 특히 많이 포함된 지 

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경제적이고 간편한 이정 때문에 부분구조 

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 

석에셔 지반 엄피던스함수의 결정은 유효기초업력운동의 정의 및 구 

조웅답해석파 함께 핵섬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유연하고 복잡한 지반 

구성을 갖는 부지에 건껄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기술의 이론적 배경 파악， 계산 및 웅용방법의 개발과 정 

립이 필수적이다. 

-16-



2. 연구내용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해석시에 명확하게 결정 

되어져야 하는 지반 임피던스함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특정올 고찰 

하고， 특정한 조건올 가지는 기초의 임피던스함수 계산방법을 정리하 

였다. 

임피던스함수의 웅용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진퉁수에 무관한 임피던 

스를 사용할 때 Whitman 공식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의 적용한계 셜 

정파 진동수에 무관한 엄피던스의 사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예제 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예제 해석의 대상구조물은 그렴 2.1 

과 같은 원자로건물이며， 업력운동은 그렴 2.2와 그림 2.3에 보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셜계웅답스팩트렴을 만족시키는 인공지진파 

를 사용하였다. 고려된 지반은 표 2.1에 보인 풍화암， 중간암， 경암이 

다. 

상부토충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s(TOPνVs(H))와 상부토충의 기 

초 반경에 대한 비(H/R)의 여러 조합에 대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고 검토하였다. 아율러 균질 반무한지반 내에 묻힌기초 

에 대하여 묻힘깊이의 기초 반정에 대한 비 (DIR)를 달리해가며 상호 

작용효과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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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결과 요약 

지반 임피던스함수의 개괄적인 계산방법과 그 톡성이 파악되었고， 

특정조건(충장지반， 묻힌기초， 임의형태기초， 비끌질지반 상의 기초 

퉁)을 가지는 기초의 임피던스함수 계산럽을 정리하여 표 2.2에 보였 

다. 

진동수에 무관한 임피던스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차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이 가능한 전산프로그랩 

DINTEG-2D를 개발하였다. DINTEG-2D는 Wilson- e 법에 의한 시간 

영역해석으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롤 계산하도록 작성되었다. 

예제 해석을 통한 연구 결과로 Whitman 공식울 사용하여 결정한 

진동수에 무관한 엄피던스의 사용은 람질 반무한체 상의 표면기초의 

경우롤 제외하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사용할 수 없옴을 알았 

다. 반면에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롤 기준으로 결정된 

진통수에 무관한 엄피던스롤 사용하면 끌질 반무한체 상의 표면기초 

를 갖는 경우는 물론， 상부토충 두께의 기초 반경에 대한 버(H!R)가 1 

이상인 충상지반의 경우에도 타당성있는 결과롤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기초 반경에 대한 비 (D!R)가 0.3인 묻힌기초의 경우에 지반-구조물 시 

스템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수평병진， 수평촉 회전 및 수평병진 

파 수명축 회전 연계 엄피던스를 구하여 사용하면 자유장 지표면 입 

력운동올 사용하여도 타당성있는 근사값을 얻올 수 있다. 

토충의 충상효과를 검토한 결파， H!R 비가 4이상이면 굵질 반무한 

체로 고려할 수 있으나， H!R 비가 2에서 4인 범위의 충상지반을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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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무한체로 고려하면 진동수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최대가속도스 

팩트럼값은 토충간의 전단파속도비에 따라 15-25% 정도 작아진다. 

D/R 비가 0.3이하일 경우를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연기초로 가정 

하면， 진동수톡성과 최대가속도스팩트럽값은 30% 정도의 차이를 보인 

다. 

연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11 에서 기술되었다. 

나.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유연하고 지반 구성이 복잡한 부지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의 내 

진 안전성 확보룰 위해 본 연구결과률 직첩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LNG 인수기지시껄 및 고충 대형구조물의 내진 

셜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론척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를 보다 신 

뢰성율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대형 내진모웰시험올 통하여 

검중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지 반-구조물 상호작용의 비 선 형 해 석 

(재료비선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상의 모든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지반에 위치하여 지반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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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반은 재료적으로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진， 회전기계의 기초의 반복하중， 발파에 의한 발파진 

동 둥의 동하중을 받는 지반의 경우 지반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형탄성체로서 취급되고 있으나 연약한 지반에 진폭이 큰 동하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반의 비선형적 거동이 두드러지게 된다. 지반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비록 션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용이하고 또 그렇 

게 취급되고 있으나， 션형거동과 비선형거동에 관한 비교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비선형거동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었다. 

일반적으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서는 선형 또는 등가 선형 

화기법을 이용한 근사적 비선형해석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비선형 

성은 결과에 중요한 중요한 영향율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비션형성 

은 크게 변형도 중가에 따른 전단계수의 감소와 에너지의 허스테리틱 

한 발산의 중가 둥으로 나타나는 지반채료의 비션형성파 기초와 지반 

의 부분적 분리나 미끄러짐 풍의 접촉면 상실에 의한 기하척 버션형 

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재료비선형성은 근사적으로 나마 고려되 

고 있으나 지반의 인장강도 상실에 따른 분리의 효과는 정적해석이나 

파일의 셜계에 비록 그 효과가 고려되기도 하지만 대개 지진해석시에 

는 그 효과가 무시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반올 통한 지진파의 전달율 연구하기 위해셔 최소한 

근사적으로라도 지반의 비선형거동올 고려해야 한다고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이률 위해서는 크게 지반계수， 비선형거동 모델 그리고 그 해 

석방법의 세가지 문제률 해결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비선형거동올 위한 수학적 모델， 동적 비선형 

해석방법파 이를 이용한 지반의 재료비션형해석과 션형해석의 비교연 

구룰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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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가. 개요 

지반의 동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중요 인자들 

로는 지반의 무한성， 지하수， 그리고 지반의 성질올 구현하는 지반계 

수플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의 재료 비선형올 지반계수를 롱하여 

구현하며 이는 지반의 전단계수와 감쇠의 변형도 의존적인 성질올 말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험에 근거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고， 

전단계수와 감쇠의 변형도 의존적인 성질올 동시에 고려하며， 지반은 

유한요소를 이용하여 모웰링하고 있다. 지반의 경계는 그 무한성을 고 

려하기 위하여 감쇠기구률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나. 기술현황 

최끈 틀어 지반과 그 업자들의 동적 운동과 구조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설제적언 경우 

로는 진동기계기초의 셜계， 폭발둥의 하중에 의한 지중구조물의 웅답 

해석， 운송수단에 의한 진동해석， 인접구조물간의 지반올 통한 상호작 

용해석， 기초의 유연성을 고려한 구조물의 해석 퉁이 었다. 매우 질량 

이 크고 강성이 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크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지진해석이나 셜계에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 

근래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 통적해석 전산프로그랩 

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선형해석을 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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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으며 지반의 비선형효과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시 

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형해석은 계산의 간편성과 근래에 

많이 사용되는 진동수영역 해석의 효율성 때문에 주로 사용되어 오다 

가 최근 들어 비션형효과률 고려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해를 구하기 보다는 근사적인 해를 효과적으로 구하 

는데 훗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있어서 지반의 비선행거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지반의 변형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지반특성치(전단계수， 포 

아송비 둥)를 예상되는 변형도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단일 션형해 

석으로 결과치의 개략척인 크기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셜계냐 시방 

규정올 이용환 절계률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 SHAKE, LUSH, FLUSH 둥의 전산프로그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단계의 지반톡성치로부터 계산된 변형도와 부합하는 지반 

륙성치(전단계수， 감쇠)를 이용하는 반복적인 계산기법이 았다. 

@ 지반에 대한 비선형구성방정식 또는 일반적인 이산화모델{FEM 

또는 FDM의 경우)올 이용한 시간영역에서의 실제적인 비션형해 

석이 사용된다. 일차원해석의 경우에는 실내시협의 결과에 일치시 

키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비션형모델， 즉 예를 들어셔 쌓곡선모 

렐(hyperbolic modeI) , Ramberg-Osgood 모델 둥올 사용할 수 있 

다. 때로는 부분션형화모렐(piece-wise 파lear modeI)이 몇개의 완 

전탄소성 스프링들의 조합을 통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여기에 곡 

선모렐{curvilinear modeD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반에 대한 구성방정식에 관한 연구가 최근 몇년 동안에 많이 중가 

해왔고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이제는 이러한 모델들을 주어진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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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치에 부합하도록 적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시험들의 결과를 예 

측하는데 사용하여 그 유용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 관련 전산프로그램 

(1) TRANAL 

1974년경에 미국의 The Dcfense Nuc1ear Agency와 EPRI의 후원하 

에 Weidlinger associates의 Baylor et al. 둥이 개발한 3차원 지반-구 

조물 상호작용 해석용 프르그햄으로서 3치·원해석， 비선형해석이 가능 

하며 저변형도와 대변형도에 관한 프로그햄이 있다. 지반-섬기법 

(soil-island method)이 사용되었고 많은 구성모델을 적용할 수 었으며 

비션형에 관해서는 운동학척 경화(퍼nematic harde피ng)를 갖는 소성 

모텔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면에서 부착 

과 분리를 구현할 수 있고 륙히 경계처리를 위해서는 첨성경계를 사 

용하고 았다. 

(2) STEALTH 

STEALTH는 1976년경에 EPRI의 지웬아래 Hoffman에 의해서 개발 

되었다. 대변형도에 사용하는 1，2，3차원 해석을 위한 프로그햄이 았다. 

이 프로그햄은 TRANAL과 유한요소대신에 유한차분올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유사하며 다양한 션형 또는 비션형 구성모웰올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반의 미끄러짐과 분리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TRANAL과는 달리 시간간격올 최소의 시간간격올 택하 

여 수행하므로 비용이 파대해질 수 있는 단첨을 가지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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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P 

Berkeley의 Bathe et a1. 둥에 의해서 1973년에 SAP-IV가 개발된 

SAP계열의 전산프로그햄은 션형과 비선형해석이 가능하나 위의 두 

전산프로그햄과 달리 암시적유한요소(implicit fmite element) 프로그랩 

이다. 이와 같은 계열의 프로그램으로는 Berkeley의 Wilson et a1.에 

의해서 개발된 ANSYS, NASTRAN, ASKA둥이 었다. 이는 탄생지반 

구조물에 적용되어 왔으며 채료비션형은 Rayleigh감쇠 변수를 이용하 

여 근사적으로 구현하고 었고 분리와 같은 기하학척 비선형은 고려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비용은 N이 방정식의 갯수이고 M이 밴 

드폭일때 NM2에 따라 달라진다. 이 프로그랩의 장점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의 다양성에 있으며 위의 프로그램들과 달리 연속체 

유한요소(continuum fmite 밍ement)뽕 아니 라 구조유한요소(sσucture 

fmite element)롤 사용할 수 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햄계열 중 

SAP-IV는 경계요소률 적용할 수가 없다. 

(4) NONSAP 

Berkeley의 Bathe et a1.에 의해서 기존의 SAP에셔 기하적 비션형과 

재료비션형을 구현할 수 있도록 1974년에 개발되었다. 이는 프로그햄 

의 효융성을 높이도록 in -core solver롤 사용하고 었으며 일반지진입 

력인 경우와 다양한 비션형 구성모탤율 사용하고 았으나 전달경계와 

같온 경계요소의 적용과 분리와 같은 효과는 고려할 수 없다. 

(5) LUSH 

1974년에 Berkeley의 Lysmer et 려.에 의해서 진동수영역해석을 위 

해서 암시적유한요소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진동수영역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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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선형해석만이 가능하고 비선형거동에 관해서는 둥가선형해석올 

통하여 근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는 해석과정에서 전단변형도 

의 명균에 부합하도록 각 요소의 강성과 감쇠를 반복적으로 구하여 

수행된다. 사용되는 업력은 강성기반암에서의 입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수직과 수형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LUSH는 경계에서의 홉수경계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평연변형도요소를 사용하고 었다. 사용비용 

은 유한요소모델의 크기와 고려되는 진동수의 갯수에 달려있다. 시간 

영역에셔 표면의 자유장운동올 알고 었다면 LUSH를 이용한 역컨벌루 

션으로 기빈-암에서의 입력운동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갤치-원 자유장해 

석올 위한 프로그램 SHAKE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FLUSH 

위의 LUSH를 개선한 프로그랩으로 LUSH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횡방향의 경계를 전달정계를 사용하고 3차원 

효과률 고려하기 위해서 명면의 수직방향으로 점성감쇠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7) SASSI 

Lysmer et al.에 의하여 1988년에 개발된 3차훤 유한요소와 부분구 

조법올 이용한 진동수영역해석 프로그랩이다. 이 프로그햄은 유연-체 

적부분구조법(f1exible-volume substructuring technique) (그림 5.3'>울 

사용하였고 해석올 부지웅답해석， 지반유화함수해석， 그리고 상호작용 

웅답해석의 3단계에 걸쳐 수행한다. 이 프로그햄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정되어 왔다. 지반은 탄성-반무한체 위에 놓인 수평충상의 

정탄성지반으로 가정되며 저면에는 점성경계가 사용되고 지반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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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거동은 퉁가선형방법을 이용하여 근사화 시키고 었다. 사용되는 

요소로는 3 또는 4철첨 명면변형도요소， 4 또는 8절점 3차원 solid요 

소， 3차원 보요소， 3차원 스프령요소， 그리고 평판요소와 웰요소 둥이 

사용된다. SASSI는 얼반적으로 복잡한 기하， 형상， 재료변수를 갖는 

지반-구조물 문제에 적합하다. 이는 지하수와 뒷채움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거의 비압촉성채료(포아송비가 0.5에 근접한 경우)， 극단적 

인 강성올 갖는 경우퉁과 부지가 수평충상억 아닌 경우에는 적 용의 

한계를 갖고 있다. 

(8) CLASSI 

Wong과 Luco에 의혜 지반올 원역 (far field)과 근역 (near field)로 

구분하여 지반-구조물 문제훌 다루는 Hybrid방법을 사용한 CLASSI 

가 개발되었다. 초기의 CLASSI는 강체표면기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Wong과 Luco에 의해서 다양한 기초형상과 매립기초애 판해 

서도 척용될 수 있게 되었다. 구조물은 집중질량의 Stick모델 또는 유 

한요소모웰올 사용할 수 있다. 입력온 지표면 업력으로 가정되고 청사 

파의 업력도 고려할 수 있다. CLASSI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초에 적 

용할 수 있으나 기본척으로 표면강체기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 지므 

로 유연기초나 매립기초 둥에의 척용시 수정이 요구되며 수명충상으 

로 지반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둥 실제의 적용에 문제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었다. 

(9) ALUSH 

Berkeley의 Lysmer et a1.에 의해셔 개발된 촉대청 유한요소 프로그 

램이다. ALUSH는 3차원 업력이 촉대칭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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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Fourier serie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3차원 문제를 2차원문제 

로 만들어 해석의 효율성올 높이고 있다. 지반의 비선형성은 진동수독 

립인 감쇠가 둥가선형방법과 복소웅답법에 의하여 고려되며 사용되는 

요소로는 둥방사변형요소와 일차원 보요소 둥이 사용되고있다. 

(10) 기타 

그밖에 집증질량및 스프령과 감쇠기구를 사용하여 진동수영역과 시 

간영역해서이 가농한 BNL에서 개발한 SIM, Hybrid방법올 사용하여 

EIE와 TEPSCO에서 개발환 HASSI와 CEER에서 개발한 SSIP3D 그 

리고 ORI(Ohsaki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HYBAX, 체적 법올 

이 용한 RESP, Tajimi의 PETL 퉁이 있다. 

3. 연구 결과 

통하중올 받는 지반은 전단강성과 감쇠의 변형도 의존적인 거동을 

보이며 이는 지반의 재료벼선거동의 주된 요인이다. 지반이 비션형적 

으로 거동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강생의 감소로 인하여 최저고유진동 

수의 이동이 었으며 지반의 히스테리틱감쇠에 의하여 감쇠의 중가가 

있게 된다. 이러한 진동수의 변화와 감죄의 변화의 정도를 션형혜석과 

비교하여 기존의 선형해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반감쇠와 비선형해석 

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해석을 위해서 시칸영역에서 Newmark-ß법을 이용 

하고 지반비선형모텔은 웅력-변형도관계의 비선형관계식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구한 상수들을 이용하는 Y. Ohsaki의 모델올 사용하였다. 이 

모텔은 기폰의 Masing형태를 개선한 반복규칙을 적용하여 지반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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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 의미의 전단강도감소와 웅력의 히스태리틱한 거동을 묘사할 수 

가있고 각 시간단계별로 비선형방정식의 단순한 계산만을 필요로 하 

여 계산의 효율성이 크다. 비선형방정식올 풀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 

리 이용되는 N ewton-Raphson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반이 400 내지 500 m/sec이상의 전단파속도를 갖는 경우에 지진 

해석시 지반의 재료비션형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며， 연약한 

지반의 경우에는 션형해석시 지진의 종류 즉， 업력지진의 진통수 특생 

과 지반의 진동수 특성에 따라 선형해석시의 감쇠를 적절히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아와 함께 비선형해석이 요구 

된다. 이러한 지반의 재료비션형성에 영향올 크게 미치는 인자들로는 

지진특성， 지반의 동특성치， 사용되는 비선형모웰， 지진의 강도에 따른 

변형도의 정도 퉁이 었다. 아울러 저변형도에서의 지반의 종류(모래， 

정토)에 따론 용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영향은 무시할 만 

하다. 

재료비선형에 의한 지반의 비션형거통과 션형거동에 차이와 감쇠의 

적절한 산정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매개변수해석， 그리고 지반의 3차 

원 비선형거동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제4절 기초의 부분적 들림 현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시스랩을 구성하는 구조물이 지진과 같은 과 

다한 횡하중을 받게 되면 구조물기초가 지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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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조물의 지진웅답에 중요한 영향올 미치게 된다. 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실제 지진에 의한 피해분석으로부터 이러한 기초의 들 

렴현상이 지진응답 계산시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왔고， 최근 개정된 미국의 원전내진설계 규제기준에서도 펼수적 

으로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일부의 이론적인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긴 하나 아직까 

지 그 연구내용 및 결과가 미진함은 불론 실제 원전둥 주요구조물 셜 

계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기초크기에 비하여 건물높이가 상대적으로 큰 건물(원전의 웬 

자로건물이나 보조건물 포함)의 경우 안전정지지진(SSE)정도의 강한 

지진하중올 받게 되면 대부분의 기초가 순간적으로 들리게 되며， 이러 

한 들립현상으로 인하여 구조물 자체의 지진응답이 상당량 중가 혹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원전셜계시 고려하고 있지 않옴으로 

인하여 원전의 내진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있올 수 있다. 따라서， 지진 

시 가초의 부분척 들립현상율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 

올 정립하고 관련 전산프로그랩올 개발함은 물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예제해석올 통하여 각 경우에 대한 기초들림의 영향을 청확히 예상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기존셜계에 대 

한 내진 안전성 확인뽑만 아니라 차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내진셜계 

의 전반적인 신뢰성올 높이고，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셜계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초의 부분척들립에 대 

한 최신 기술현황을 반영한 지진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의 

기초들렴 거동의 해석이론올 개발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해석방법 및 절차와 해석도구(전산프로그랩)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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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될 원전의 내진설계에 대한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중올 받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을 대 

상으로 동적 기초들립 현상의 개념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고， 기 제 

시되어 있는 기초들립 해석방법의 종류 및 그 기술 내용의 파악올 통 

하여 기술현황 상의 해석방법올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용적 

측면에서 적용이 간편하고， 그 결파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이 높은 새 

로운 기초들렴해석이론올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시된 이론의 적용올 

위한 전산프로그랩올 작성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예제해석을 통하 

여 내진해석시 기초들립현상의 고려 필요성 여부 및 시스탬을 구성하 

는 각 인자가 기초들립에 미치는 영향올 분석하였다. 또，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들렴해석을 위한 절차셔(안)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챔부 

함으로써 향후 주요구조물의 내진설계률 위한 기초들렴해석 방법의 

결정이나 영향분석시 기술적 지첨 혹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현황분석 

1963년 미국의 Housner가 지진발생시 기초의 들립을 허용함으로써 

구조물의 내진안전성 및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래 미국올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초들림에 100여편 

이상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이들 연구결파에 대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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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렴해석방법은 크게 미국의 Kennedy둥이 제안한 ”둥가스프링-댐펴 

모델 해석방법"， Bervig & Chen이 제안한 “ Winkler 스프링모탤 해석 

방법"， Wolf둥이 제안한 “유한요소형모탤 해석방법”의 3가지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70년대 이후 원전의 내진셜계기술의 정착과 함께 1988 

년 조양희， 송융환 둥에 의하여 기초들림현상에 대한 기본 혜석기술이 

연구·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그 옹용 및 설용성 측면에셔 부족합이 많 

은 상황이다. 

새로훈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현황상 많온 제한성올 해결하고 그 척용이 

간편한 새로운 해석이론율 개발하고 이롤 이용한 전산프로그햄융 깨 

발하였다. 새로 제시된 해석방법은 전술한 .. 둥가스프링-댐퍼모웰 혜석 

방법”의 범주에 속하며 기초들립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환 비 

선형인자들을 고려하였다. 

- 기초의 접지펀적감소 

- 기초회전에 따른 건물의 강체운동효과 

- 지반반력 작용정의 이동 

- 지반반력 분포의 비선형성 

- 거동의 3차원성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여 작성된 이론 및 전산프로그램(BASEUP)에 

의한 기초들림해석과정의 흐름은 다음 그립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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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젠핸갚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이론 및 전산프보그랩을 이용하여 지진하충 

을 받는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각 시스템 및 업력의 특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예제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시스댐 

별로 기초들렴 여부 및 기초률립이 지진용답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및 그 경향올 사전에 분석·청리하여 둠으로써 실제 문제 해결시 중요 

한 지표 혹은 참고자료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대상 예제의 종류 및 내용은 표 2.3과 같다. 

해석청차서(아)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온 연구결과률 바탕으로·원전퉁 주요구조 

물의 내진셜계시 척용할 수 있는 기초돌렴해석의 방법 및 그 적용 철 

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제 구조물 껄계시 좀더 체계적이고 간편한 방법 

에 의하여 기초들림현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 절차셔 

에서 제시한 기초들렴해석 방법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 

법으로 구분하였다. 

- 상세모델해석방법 

- 단순모탤해석방법 

- 별도영향검토방법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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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기술현황올 반영한 기초들렴해석이론 

- 제시된 이론에 의거한 3차원기초들립해석용 전산프로그햄 

BASEUP 

- 전산프로그햄의 이용을 위한 사용자 지첨 

- 제시된 이론에 의한 각종 예제 해석 및 분석 결과 

- 상기 연구결과률 기초로 제시된 기초틀렴해석철차셔(안)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기 껄계·사공흰 구조물에 대한 추가 기초 

들립 영향 검토 업무는 물론 향후 셜계되는 주요구조물의 내진껄계시 

필수적인 기초들렴에 의환 영향 고려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내친절계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톡히， 각종 예제해석결과를 반영한 해석 

철차셔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해석을 하지 않고서도 기초틀림의 영향 

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둠으로써 좀더 경제적 

인 기초틀림해석을 가능케 하리라 판단된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셔 수 

행되지 못한 진동대실험 혹은 실제지진 시의 실측자료를 이용하는 확 

장 연구가 훨요하며 이률 통하여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율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지하구조물의 내진해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지하에 매셜된 파이프 라인， 터널， 배수 암거 터 

널 둥과 같은 구조물은 지표에 기초를 둔 일반적인 상부구조물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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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통적 거동에 영향올 미치는 인자가 구조물의 관성력이 아니라 

지반의 변위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이다. 이러한 지반의 변위는 다양한 방 

법에 의해 수학적 모델로 지하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할 수 있다. 현 

재 이러한 지하구조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동척 웅답을 구하는 방법둥온 

다음과 같다. 첫째， 탄성파 전파에 의한 지반에서의 변위와 파이프 라인과 

같은 지하구조물애셔 일어나는 변위가 같다는 보수척인 가청아래 지반에 

서 일어나는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와 지친파 전파속도로 표현되는 흙의 

최대 변형도를 구조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변형도로 간주하는 방법 

이 있마. 이러한 보수적 해석재념은 구조물 웅답에 영향올 미치는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아래 개발되었다. 또환 파이프 라 

인과 같은 지하구조물에 미치는 지반의 영향을 탄생 기초로 모웰링 하여 

매셜된 지하구조물율 탄성 지반 위의 보로 수학적인 모탤링을 하여 지진 

하충에 대한 구조물의 동척 용답율 구하는 방법이 았다. 

그러나 앞에셔 언급한 해석 방법용 지하구조물의 단면의 크기와 단면의 

형태에 따른 해석 방법으로는 부적절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해석올 수행하기 위하여 명면 변형도 상태에서의 

2차원 해석을 수행한다. 지반-구조물 시스템얘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이 

러한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웅답은 지반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반에셔 

의 용럽-은 구조물얘 영향을 마친다. 이러한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효 

과를 통척 해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법 (hybrid 

method)를 사용하여 해석올 수행한다. 

지하에 매셜된 파이프 라인 터널 배수 암거 둥과 같은 구조물은 일반 

적인 상부구조물과는 달리 축 방향에 대해서 장대 구조물이기 때문에 각 

지첨에셔의 지지하중의 업력값이 다르다. 즉 장대 지하구조물의 두 점에 

작용하는 지진 하중은 지진파 전파 메커니즘에 따라 동일 시간이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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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다르므로 이러한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3차원 해석은 다중 입력을 

고려한 해석 방법올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 내용 

가. 개요 

하이브리드법에서는 지반-구조물 시스탬을 근계(near field)와 원계 (far 

field)로 나누어 해석올 수행환다. 근계는 지판-구조물 시스탬에서 구조물 

과 연계된 지반 영역이고 원계는 지반-구조물 시스댐에서 근계를 제외한 

지반 영역에 해당한다. 하이브리드법은 부분구조법올 개선한 방법으로 부 

분구조법에서 요구되는 매셜된 구조물에 대한 임피던스 행렬올 구하는 어 

려웅을 없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근계는 구조물을 포함하는 지반 영역 

올 유한요소모델로 모웰령하고 원계는 임피던스 행렬(imp외하lce ma미x) 

로서 모웰링 한다. 근계률 유한요소로 모탤링 한다면 구조물 주변 지반의 

비션형성， 비균일성은 이러한 유한요소 모탤령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법에서 원계의 임피던스 행렬은 근계와 원계의 경계에서의 분 

포된 임피던스 함수(따lp외ance íunction)률 사용하여 구한다. 

나. 해석 절차 

하이브리드법을 이용하여 지하구조물의 동적 해석올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유한요소로 모델링한 근계의 질량 행렬[M] ， 강성 행렬[K] ， 감쇠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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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원계의 엄피던스 행렬[Sf]를 구성한다. 

(2) 위(1)의 과정에서 구한 행렬로 근계와 원계를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 

드 계의 임피던스 행렬 [5]를 구성한다. 

(3) 경 계 에 서 의 업 력 하중은 Fourier Tran~form을 사용하여 진동수 영 역 의 

하중입력을 계산한다. 

(4) 통적 평형 방정식을 풀어 진동수 영역의 변위를 구한다. 

(5) 역 Fo따ier Tram.form올 사용하여 시간 영역의 변위를 구한다. 

3. 연구 결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매껄된 파이프 라인의 단면 해석울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산 프로그햄을 개발하였다. 하이브리드 

법을 이용한 본 전산 프로그햄을 사용하여 지하구조물의 동척 해석을 수 

행하는 절차는 다음파 같다. 

가. 전산 프로그랭 수행 절차 

(1) 근계는 연반적인 유한요소로 모웰링하기 때문에 각 요소의 정보를 프 

로그랩에 넘겨 줄 수 있는 업력 화일을 작성하여 준다. 

(2) 지진 입력은 경계를 따라 정의된 각 절정마다 다른 시간 이력올 입력 

할 수 있으므로 지진파의 전파 시간에 따른 각 철점에서의 다중 지진 

입력을 고려할 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파의 파길이에 비하여 구 

조물의 크기가 작으므로 경계를 따라 균일한 지진 운동을 입력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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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계는 임피던스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엄피던스 구성올 

위하여 원계의 특성정보(지반의 전단 탄성계수와 밀도 및 포아송비)를 

프로그램에 넘겨 줄 수 있는 업력 화일을 작성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 

는 Penzien이 제시한 진동수-의존적인 임피던스 함수를 사용하여 원 

계의 임피던스를 계산하므로 임피던스가 각 진동수에 따라 주어진 입 

력 화일과 함께 이 업력 화일의 시작에 원계의 특성 정보를 명시하여 

준다. 

(4) (1)， (2) ， (3)의 업력 화일이 었다면 프로그램은 진동수 영역에서의 각 절 

정의 변위를 결과 화일로 만들어준다. 진동수 영역에서의 변위를 갖고 

있는 화일로부터 Fo삐er Transfonn올 사용하여 시간 이력의 변위를 

구한다. 

나. 활용방안 

하이브리드법올 사용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하구조물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은 근계를 유한 

요소로 모탤링하므로， 보다 개선한다면 지하구조물 주변의 지반의 버선형 

성， 비율질성을 수용하여 지하구조물의 동적 해석을 수챙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셔 해석을 수행한 파이프 리·인뿔만 아니라 배수 암거， 터널 둥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단면 해석올 수행할 수 었다. 

다. 추후 연구 과제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 변형도 

상태의 풍적 거동 해석을 하였으나 파이프 라인과 같은 장대구조물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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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변형도 중요하므로 이 둘올 결합한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임피던스는 경계의 형상에 제약이 었으므로 임의의 

단면에 대한 임피던스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제 6절 지상 탱크구조물의 내진해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액체를 담고 있는 지상 탱크 구조물의 내진해석시 강체 경계 내부의 

유체 유통해석을 통해 구한 동수압만으로 구조물의 반력 및 웅력율 

결청하는 기폰의 셜계개념 (TID 7024)은 불안전측의 결과률 나타내며 

설쩨 이러한 개념으로 썰계된 일본 및 북미 둥지의 여러 탱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탱크 벽체의 변형올 고려한 근사적인 껄계깨념이 몇몇 시방셔 (API 

650, AWWA DlOO)에 채돼되어 있고 이러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온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 안전관련 탱크 

구조물의 셜계 및 섬사에서는 명확한 척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셔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과 유체-지반-구조물 상 

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랩을 개발하고 이롤 이용하 

여 기존의 절계기준들올 검토하여 설계 및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적 

용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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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유체저장용 탱크의 내진해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상적인 원 

풍형 탱크구조물의 촉대칭모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 모텔 

은 3차원 지진입력과 같은 비촉대칭 하중파 부분적인 초기결합이나 

집중질량올 갖는 비축대칭 구조형태에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셔는 유체， 구조물， 지반 및 하충에 관련된 사항들올 

모두 3차원 문제로 청식화하여 일반척인 구조물의 상호작용 문제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일반 가청 및 제한사항 

본 연구에셔 개발한 전산프로그햄 및 예제해석 범위 셜청애는 다옵 

과 같온 가청 및 제한사항이 었다. 

- 비회전류， 비합축생， 비첨성 이상유체로 가정한다(대부분의 공업， 

운송용 연료 및 물을 포함). 

- 강혜 및 유연지반상의 강결탱크에 국한한다(비깎결탱크의 비션형 

해석은 제외함). 

- 구조물의 형태는 전산프로그랭상으로는 임의로 모웰랭활 수 있으 

나 원통형 탱크구조에 대해서 예제분석을 수행한다. 

- 유체는 출렁임의 진폭이 작아셔 선형파의 조합으로 본다. 

- 웰 구조물은 션형 탄성 거동을 한다. 

- 탱크의 바닥면은 변형올 일으키지 않는다. 

- 지반은 이방성이며 닫성 반무한체로 본다. 

위와 같은 가정들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대부분 채돼되어 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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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는 축대칭 구조라는 커다란 제약조건올 배제하여 3차 

원 지진입력의 영향과 초기 결합구조의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해석방법론 요약 

본 연구에서 전산프로그햄율 개발하는데 사용한 해석방법론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경계를 갖는 유체 체적공간내의 유동은 라플라스{Laolace}방정식올 

만족하고 자유수면에서의 운동은 오일러 (Euler)방정식올 따르므로 

컴쩨요소법율 이용하여 이러한 지배조건을 경계에 이산화된 정계 

적분식으로 치환한다. 

@ 유한요소로 이상화된 벅체의 절정애서는 요소의 구초척한 운동에 

의한 속도 빽터가 유체의 유동으로부터 정의된 정계척분식과 청계 

조건에 의해 관련지워지므로 시간충분파갱율 통하여 작은 시간단 

계에서 매트릭스연산이 가능한 정척 명형상태의 식으로 표현한다. 

따라셔 초기조건울 부여하고 반북계산하여 미지빽터의 수치해롤 결 

정할 수 있다. 

o 져반은 접충뺀수로 나타내어 강쩨저면의 질량충섬에 연결하고 기 

초의 강체운동에 의하여 벽체요소빽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행렬 

의 비대각 부분에 추가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한다. 

다. 예제분석 

본 연구의 예제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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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된 해석과정 및 전산프로그램의 검증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단순조건을 부여하여 예제를 해석하 

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검중율 수행한다. 

2) 현행 절계개념의 검토 

개발된 해석파정을 이용하여 현행 셜계개념의 타당성 및 적용한계， 

개선방안 동을 검토한다. 

3) 기존의 해석방법으로 다룰 수 없었던 얼계인자들의 고려 

- 상호작용에 의한 벽체의 막인장웅력 증가 

- 지붕의 구조적건 특성으로 인한 동수압 변화 

- 3차원 지진업력의 고려 

- 초기 결함구조의 검토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연지반 위에 놓인 3차원 원통형 탱크 구조물의 지 

진웅답올 해석하는 방법과 전산프로그햄올 개발하였다. 예제혜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폰의 혜석방법과 혜석결과가 상당히 잘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기존의 단순환 해석방법 

으로 고려할 수 없었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었채 되었다. 

본 연구에셔 제안한 3차원 유체-지반-구조물상호작용계의 내진해석 

방법은 기존의 해석방법들과는 달리 각종 지진웅답률을 구채척으로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현상들(예훌 들면 동수압 분 

포의 변화， out-of-roundness 현상 시스템진동수 변화 및 지반 발산 

감쇠의 효과 풍)을 협게 이해할 수 었다. 특히 초기결함， 3차원 지진업 

력효과， 지붕의 구조적인 특성， 탱크부착시셜 동 축대칭으로 이상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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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요인들올 해석에 도업할 수 있으므로 컬계목적상 특별히 안 

전관리가 펼요현 충요 구조물의 세부컬계 및 해석에 결정적인 해석수 

단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셔 수행한 예체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 

다. 

1) 강체경계내의 유체유동계， 유체-구조물상호작용계 및 유체-지반-구 

조물 상호작용계의 최대통압력분포의 결정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동압력이 중폭되는 것을 밝혔으며 동수압의 

분포가 높이/반경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올 보였다. 

2) 지룡의 구속조건에 따른 영향 

지용판이 탱크의 장단에 용접퉁얘 의해 강결된 청우는 재단면 훨형 

탱크의 용답과 상이한 결과률 혜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진동시 지용판과 연결된 단면이 변형율 얼으키지 않고 원형율 

유지한다는 구속조건율 부여하여 해석하였고 그 결과 벽면의 동수합 

이 재단면애 비해 다소 중가하며 최대강 발생위치가 높아짐을 밝혔다. 

3) 3차원 지진의 동시가진 효과 

수칙지진과 수평지진온 웅답성분의 직교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분리혜석후 조합하여도 무방하나 수평지진의 두 직교성분은 강체탱크 

의 경우는 방향별 용답이 독립척이지만 상호작용계에서는 상호간섭효 

과가 생기므로， 분리혜석할 경우 각 방향웅답의 조합에 있어서 신뢰성 

을 상실환다. 

4) 초기결합구조에 의한 효과 

특정방향으로 부분적인 결함을 갖는 비축대청구조의 경우 동수압웅 

답은 결함이 있는 특정방향에 대용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강성저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의 미미한 증가만을 가져온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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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탄성해석의 범위에서 척용된 것이고 결함부위의 웅력집중 및 비 

탄성거동은 추가의 고려가 펼요하다. 

5) 개단면 원형탱크의 원주외 변형현상의 결정 

이 현상은 Clough퉁의 실험적 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셔 지척되 

어 왔으나 궁극적으로 내진안전생 측면에셔는 웅력에 연관된 동수압 

의 진동형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원주외 

변형현상은 엄연히 존재하는 몰리현상이며 탱크의 동적 파괴모우드를 

추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탱크에 국환하여 해석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들 

과 같이 이상적인 단변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에 대한 가정을 수식화 

과청에 도입하지 않고 일반좌표상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임의 형상 

의 탱크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판요소 또는 

브릭 (brick)요소를 구형단면을 갖는 탱크 구조물의 해석애 척용할 수 

있고 두꺼운 헬 또는 판요소률 콘크리트 구조물에 척용할 수 있다. 집 

중질량과 적절한 가진계 (oscillator )률 모웰링하여 밸브나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같은 부착시셀둥율 용답해석에 고려활 수도 있다. 바닥의 부 

분척인 들럼에 의하여 강한 버션형문제률 야기시키는 껴l 강결탱크에 

대해셔는 향후 더욱 심충척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었다. 

본 연구의 방법온 이미 대만， 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퉁이 참여하 

는 국제공동연구인 화련 대형내진모웰시험 (Hualien Large Scale 

Seismic Test) 연구과제의 부구조물 시험모웰 셜계에 활용된 바 있으 

며 향후 건껄되는 시험모웰의 지진웅답 예측에 적극 활용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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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본 연구는 원전 구조물의 셜계，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 내진 또는 면진 

해석 기법의 국산화 및 션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결 

과의 분석과 현재의 기술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 

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방법의 션청파 그 척용성율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전 구조물의 내진해석 중에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대하여 현재 많은 관섬올 일으키고 있는 항목들올 증섬으로 보다 광범위 

하고 섬충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들은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보다 경제쩍인 셜계 및 운용얘 크게 기여할 수 었으며 향 

후 얼어날 것으로 빼상되는 부지확보의 난이성둥율 고려할 때 더옥더 충 

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내진기술의 향상올 기하고 이률 해외시장 

개척에 척극 활용하는 경제척언 측면에도 상당한 기여롤 할 것이다. 

국내의 내진해석 기술진은 션진국에 비하여 후발주자로셔 그 낙후도는 

본 연구와 같은 기술촉척 사업융 통하여서만 만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률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힐 것이다. 

본 연구의 각 항목별 주요.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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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표 1.1 각 연구분야별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진원에서 통제점까지의 에너지 전달 

과정 연구 

- 부지특성이 고려된 통제점의 정의 방 

수록 위치 

자유장 해석 | 법 연구 | 부록 I 
- 경사파 및 표면파에 의한 파전달이론 

정립 

- 입력운동 결정방법 검토 

- 기존 연구에 대한 엄피던스 함수의 한 

계 결정 

- 해석적 방법， 준해석척 방법， Discrete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Approach 및 특수한 조건에서의 임피던 

스함수 계산 

- 전동수에 무관한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 경우별 버션형 해석의 필요성 결정방 

지반-구조물 | 법 연구 

상호작용의 1- 재료 비션형모탤 연구 
비션형 해석 1- 버션형해석을 위한 최척의 수치해석방 
(재료비선형) I 법 연구 

- 선형과 비선형해석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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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각 연구분야별 연구내용 및 범위(계속) 

연구 항목 연구내용 및 범위 수록 위치 

- 해석적 방법 및 FEM 에 의한 기초들림 

이론 개발 
기초의 

- 기초들댐과 기초활풍이 동시에 일어나 
부분적 부록 IV. 

는 현상에 관한 연구 
들립현상 

- 기초들렴을 고려한 구조물 내진컬계방 

법 확립 

- U.S. NRC 의 SRP 요구사항 검토 

- 기존의 지하구조물 내진해석 방법에 대 

지하구조물의 한 이론척 연구 
부록 V. 

내진해석 - 안전관련 지하구조물의 내진혜석 철차 

수립 

- 빼제해석을 통한 내진해석 방법 검중 
--

- 기존 해석방법들의 개선안 연구 

지상 
- 지상탱크 구조물의 해석방법 및 절차정 

립 
탱크구조물의 부록 VI. 

- 해석용 전산효로그랩 개발 및 검중 
내진해석 

- 내진셜계 및 셜계심사의 고려 사항 및 

활용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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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예제 해석에 사용된 지반특성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지반특성 풍화암 중간암 경암 

단위중량(pcf) 145 155 160 

포아송비 0.3 0.25 0.2 

r--- -서 

전단파속도(fps) 1000 2000 3500 

전단탄성 계수(ksf) 4.503x103 1.93x104 6.10><104 

탄성계수(ksf) 1.17x104 4.81x104 1.46x1<f 

재료감쇠비(%)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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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륙정조건에 따른 임피던스합수 계산방벌 

지반구성 균질 반무한지반 충상지반 

기초 위치 
표면기초 표면기초 묻힌기초 표면기초 표면기초 묻힌기초 묻힌기초 

및 상태 

임의형태 
명면형상이 

임의형태 
평면형상이 

기초 형상 원형기초 임의인 원형기초 원통형기초 임의인 
기초 

기초 
기초 

기초 _. 

계 Whitn펴n Gazetas의 G없etas의 
P피lippa∞-

Nov와i의 
근사법 poulos 의 - -

산 공식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방 
정확한 해석척 반해석척 반해석척 반해석적 

법 
방법 방법 방법 

유한요소법 
방법 방법 

유한요소법 유한요소법 

기초측면과 기초 

CLASSI류의 CLASSI류외 CLASSI류의 
저면지반이 동일 

비 고 전산프로그램 전산프로그랩 전산프로그램 
한 역학척성질율 

이용 이용 이용 
가질 때는 균질 
반무한체내에 묻 

- ----←드「 
힌기초가 됩 



표 2.3 해석대상 예제의 종류 및 내용 (기초의 부분적 들렴 현상) 

예제 
해석 내 용 단위‘ 인자의 종류 
번호 

l 업력운동의 크기에 따른 영향 
f표>GA， 

0.2 0.4 0.6 -
g 

-----

2 
수직입력운동의 크기에 따른 

av/ah 0 0.3 0.6 1.0 
영향 

3 지반특성에 따른 영향 
Vs, 300 600 1200 -
m/s 

4 
구조물의 높이-기초폭 비 HID 1.0 1.5 2.0 -
(HID)에 따른 영향 

5 비선형감쇠에 따른 영향 - 션형감쇠 비션형감쇠 -

뉴-

6 
2차원해석에 따른 영향(2차훤 - 2-D 3-D -
vs.3차원해석의 차이 분석) 

주) *: HPGA : 수평방향 최대지반가속도 

av 수직업력， ah 수명압력， Vs 전단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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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표 3.1 각 항목별 주요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주요 연구 결과 추후 연구과제 

- 평행충상 반무한체에서 지진파1- 실제 지진과 유사한 

에 의한 지표면의 지반운동이| 지진원을 모탤령할 펼 

지하에서의 지반운동에 비해! 요가 었다. 

강도가 커지며 지속시간 증가. 1- 개발된 해석프로그램 
- 분지지반에서 진동원에 의한| 을 실제 설계 또는 안 

자유장 해석 l ! 
연약지반의 운동이 기반암에| 전섣사용으로 활용하 

비해 크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기 위해셔는 실제 지 

부지상에 구조물을 건셜할 때| 진관측기록파 해석된 

에는 부풍첨하와 지반훈동중폭| 결과롤 비교할 훨요가 

의 영향율 고려 었다. 

- 지반 임피던스합수의 개활척인 

계산방법과 그 륙성 파악. 
- 특청조건(충상지반 묻힌기초 1- 본 연구가 이론적인 
엄의형태기초， 비균질지반 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 

기초 둥)을 가지는 기초의 임 

펴던스합수 계산법 정렬. 

임피던스 1- 진통수에 무판한 엄펴던스를 

합수에 대한 l 이용한 2차원 지반-구조물 상 
연구 l 호작용해석이 가능한 전산프로 

그 랩 DINTEG-2D 개 발. 
- 다양한 지반조건과 해석조건에 

따른 예제해석을 통하여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시 임피 

던스함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 

다. 

-~o-

므로 연구 결과률 보 

다 신뢰성을 갖고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자 

연 대형 내진모웰시험 

을 통하여 검중 내지 

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1 각 항목별 주요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계속) 

연구 항목 주요 연구 결과 추후 연구과제 

- 500 m/sec이상의 지반의 재 
료비션형에 의한 영향올 무 
시할 수 있다. 

- 연약 지반의 선형해석시 입 1- 채료 비선형거동과 션형 
, 력지진의 진동수 특성에 따l 지반-구조물 .... , _1 _, ~ _1.' ... ^ . __ , ...... : J 거동에 차이， 감쇠의 적절 | 라 적철한 감쇠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i 보다 경제적인 결과률 닫을| 한 산정을 위한 보다 광 
벼션형 해석 | 수 있다 범위한 매개변수해석 

- 연약 지반의 경우에 지진의| (재료비선형)| |- 지반의 3차원 비션형거동 진동수 특성에 따라 비선형| 

기초의 

부분적 둘립 

현상 

해석이 요구된다 에 관한 연구. 
- 저변형도에서의 지반의 종류 
(모래， 점토)에 따른 웅답온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최신 기술현황올 반영한 기 

초들렴해석이론 1-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신 
- 제시된 이론에 의거한 3차원 
기초들림해석용 전산프로그 
햄 : BASEUP 

- 제시된 이론·에 의한 각종 예 
제 해석 및 분석 결과 

뢰성율 제고 할 수 었도 

록 진동대실험 혹은 실채 

지진 시의 실측자료률 이 

- 상기 연구결과를 기초로 채 l 용하는 확장 연구가 필요 
시된 기초들렴해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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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항목별 주요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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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추후 연구과제 

1- 실험이나 관측을 통한 구 
- 3차원 유체-구조물-지반| 

l 체적인 상호작용 규명 
상호작용 해석용 전산프로 

1- 기초의 률립울 고려한 비 
그햄 개발 및 검중 

- 강결 탱크의 지진거통 규명 
- 기존 단순해법의 장단검| 

지상 1- 셜계에 적용 가능한 단순 
분석 

탱크구조물의 | ‘ l 절차 및 설계변수에 대한 
- 기혼 해법으로 접근하기 

내진해석 : Î 도식화 작업 
힘든 공학척 문제의 해결 

1- 비둥방 혹온 바균질 지반 
방안 도출(3차원 지진입력 | 

|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철 
초기 결함 구조 지붕의 구: 

l 한 지반의 이상화 모델 정 
속조건의 영향 동) 

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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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형문제(기초률렴을 무시한) 
혜석을 흉한 변위째산 

그림 2.4 기초들립해석과정의 흐름(기초의 부분적 들립 현상) 

-55-



부록 1. 자유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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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자유장해석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관련 구조물이나 썰비를 셜계 또는 건껄하는데는 내진해석이 요 

구되며 이 때 사용하는 업력지반운동은 진원기구， 전파경로， 및 부지의 특 

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껄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 

키는 입력지반운동 결정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온 지진시 지반운동을 

장기간에 걸쳐 관측 기록하여 부지의 지반운동특성을 파악현 다음 결정하 

는 것이지만 모든 부지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 

웅이 따른다. 그러나 부지에 인접한 권역에서의 진원기구와 지충구조률 

알 수 있다면 이론적인 모사 방법에 의하여 지반운동을 정성적， 정량적으 

로 규명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진기록이 빈약할 경우 부지에서의 셜계지 

반운동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지륙성율 고려한 자유장운동 해석방법과 절차를 확 

립하고 확립된 기법을 바탕으로 입력운동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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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유장 해석방법에 대한 기술현황분석 

(2) 펑행충상반무한체에서 탄성파 해석기법 개발올 위한 propagator 

maσix방법에 끈거한 파전파해석 이론 정립 

(3) 분지구조지반에 대해서 지반운동해석올 수행할 수 있는 경계요소법 

에 근거한 해석방법 개발 

(4) 발파원 및 지진원의 수학적 모델령방법율 확립 

N.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평행충상반무한체에서 반무한체에 있는 답슬립 

(dip- slip)점진원과 주향이동(s미ke slip)정진원에 의한 지반훈동의 깊이 

에 따른 변화 특성올 해석하여 깊이에 따라 웅답의 강도가 감소하고 지속 

시칸이 짧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약지반이 상대적으로 높온 

강성올 지난 기반암 위애 놓인 분지지반에셔의 발파 선진훤(explosive 

파le source)에 의한 지반웅답이 반무한체 영역에서보다 증폭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석에서 점진원(point source)과 선진원Oine sOtrrce)올 사용한 경우에 

도 해석결과는 실제 지진 기록파 외형상 유사한 인공지진 기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단충면에서의 단충파괴전파파정 및 b따rier둥도 고려할 수 

있는 진원모델을 도입한다연 실제에 좀더 가까운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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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지반운동의 이론적 모사 방법운 실제 지진기록과의 

비교검증을 거친 후 지진계측기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셜계지반운동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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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지진이나 발파둥과 같은 지하 및 지표면에 위치한 진동원에 의하여 발 

쟁하는 탄성파는 지반매질올 통하여 전파되어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에 동 

척하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 및 지하방사성폐기물 

처분장둥과 같은 중요구조물을 껄계하는데 있어서 내진설계를 위한 철계 

지반운동올 결정해야 한다. 

설계지반운동을 결정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지진기록올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션책이 되지만 모든 부지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부지에 인접한 권역에서의 지진원기 

구와 지충구조률 알 수 었다면 이론척인 모사 방법에 의해셔 지반운동의 

변화특성울 정성적 청량척으로 규명활 수 있고 그 결과는 해당 지반에셔 

의 컬계지반운동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구조는 각충별로 매질의 특성을 달리하는 수명방향 

으로 평행한 지충으로 구성된 형행충상반무현체로 모탤링될 수 있으며 지 

반용답은 pro없gator ma퍼X 방법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톡청한 

형태의 분지구조에서 불규칙한 지표면 또는 지하의 측면 간섭현상이 지반 

웅답의 큰 증폭과 긴 지속시간율 만롤어낼 수 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 

는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또는 경계요소법둥과 같은 근사적 수치해석기 

법을 사용하여 해석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의 지진특성이 고려된 자유장에서 진동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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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탄성파의 전파과정올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특정부지에 
서의 설계지반운동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관련설비의 설계 또는 건셜에 사용되는 업력지반 

운동의 설정에 관한 규제 또는 지챔왈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유장에서의 화전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기술현황올 여러문헌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매질을 통하여 전파되는 탄성파의 전파과청 해석을 위한 방법으로셔， 

복잡한 경계흘 가지는 지반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언 유한요소법 

과 경계요소볍， 그리고 지반이 수평으로 명행한 지충으로 모웰령될 수 있 

는 지반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propagator matrix 방법풍에 대해서 정리 
하였으며 이들 내용에 근거하여 개발된 두 깨의 프로그햄올 통하여 지반 

운동 예제해석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면 분지져반구조에셔 분지의 기하학척인 모 

양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운동의 중폭현상 및 강진지속시간이 걸어지는 현 

상올 해석하기 위하여 경계요소법을 척용한 BPSVSE.F‘OR 프로그랭파 지 
반올 형행충상반무한체로 모탤령 한후 propagaor ma떠X 방법에 근거하여 
지하에서의 지반운동변화양상을 해석할 수 있는 SS.FOR 프로그햄의 두 
가지이다. 

예제해석을 롱하여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분지지반구조에서 기반암에 
대한 분지에서의 지반운동 중폭효과를 알아보았으며 propagator ma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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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기초한 평행충상반무한체의 깊이에 따른 지반운동의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예제해석을 수행한 프로그램의 사용자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이프로 

그램올 셜계용 또는 셜계심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다음파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본문의 제l절에서는 원자력 관련셜비의 건설 및 설계시 필요한 

지반운동에 대한 규제 및 지침을 검토하였고， 제2절에셔는 입력지반운동 

셜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청리되어 있으며 제3절에서는 자유장해석에 대 

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부지해석방법에 대한 해석기법올 청 

립하였다. 제4절에셔는 개발된 프로그랩을 사용한 분지지반 및 평행충상 

반무한체에셔의 웅답해석결과를 수록하였고 제3장에서는 결론올 기술하였 

다. 

부록A에는 평면파의 기본톡성올 정리해 놓았으며 부록 B에는 지반의 

감쇠모탤령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부록 C에셔는 본 연구에서 해석에 사 

용된 프로그랩의 사용자치첨올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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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장해석 

제1절 관련 규제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1. 원자력설비관련 규제 및 지침 

원자력껄비의 내친껄계에 대한 기존의 표준(stan없rd)은 두 범주로 나 

누어진다. re밍.ùatory stanadards는 발전소 셜계에 의무적인 원자력 규체 

부분을 포함한다. regulatory 믿피des는 권장사향을 나타내는 ∞des와 지침 

(gt피des)올 포함하는데 이들온 강체적이지 않다. 좀더 명확하게， 강체적 

요구롤 나타내는 데에는 ’규제(re믿괴atory)'훌， 강쩨척이지 않는 권장사항 

을 나타내는 codes나 @피아S률 말할 때는 f표준’을 쓴다. 다른 관첨애셔 

볼 때 얼마간의 표준온 대안이 가놓할 경우에 강제척이지 않지만 대안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척으로 강제척이 된다. 

가. 원자력규제 위원회(NRC)의 규체 

표 2.1 은 원자력발전소 내진셜계애 척용할 수 있는 규제와 표준을 실 

어놓았다. 기본규째는 10 CFR 50이며 NRC의 허가 없이 누구도 원자력절 

비의 제조， 구입， 또는 사용올 할 수 없다는 사향을 담고 있다. 규제는 면 

허허가를 원하는 자에게 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고， 가능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공공올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방법을 

심사하는데 펼요한 지진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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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P하엉0의 부록 A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Regulation 10 CFR 100은 10 CFR 50에 의 해 요구되 는 면허자격올 심 

사하는데 있어서 NRC에서 사용하는 기준올 설명해 놓았다. 이 규제는 주 

요한 가상사고시에 넘어서는 안되는 방사능피폭량을 나타내었다.10 CFR 

20은 포한 면허된 껄비로 부터 누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기본한계롤 제시 

환다. 공공에 대한 방사능노출의 이들 한계는 내진설계에서 긍국적인 제 

한으로 작용한다. 특별한 열계를 제한하근 다른 요소는 기기작동， 경제적 

손실， 구조물 붕괴둥이다. 

NRC의 지진과 지질학적 부지 기준( 10 CFR 100, Appendic A)는 해석 

과 셜계를 위해 각 부지에 두개의 셜계지진， 즉， 안전청지지진(SSE; safe 

하lUtdOwn 없펴lQl뼈ke)과 운전기준지진(OB& opera'파19 ba혀S 않퍼lquake) 

률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항목에셔 두재의 지진모두에 대한 

정의률 내려 놓었다. 10 CFR 100, Appendic A는 지진에 대한 부지심사 

를 수행하는 단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안전관련 계통이 제 기능을 유지하 

도록 셜계되도록하는 지진인 SSE와 발전소의 수명동안에 그 부지에셔 얼 

어나리라고 t배상되는 지진 즉， 운전기준지진 OBE 로 정의된다. 발전소는 

져반운동이 OBE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가동되도록 셜계되어져야한다. 

이 사항에 대해셔는 지첨으로서 ANSI N-XXX (ANS 2.D 올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OBE 의 최대 진동지반가속도는 SSE 의 최대 진동 지반 

가속도의 50%률 초과할 수 없다. 

셜계목적으로 필수적인 안전관련계통은 seismic category 1 로 규정된 

다. 기초와 지지부를 포합하여 모든 catregory 1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SSE의 효과에 견딜 수 있어야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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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1 계통은 동척해석이나 성능시험올 필요로 하지만， 다른 구조 

물은 Unifonn Building Code 동파 같은 다른 방법올 사용하여 해석되어 

질 수도 었다. 

나.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제 지침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 규제지청(Regl피atory Guides)는 지진계측기기 

에 대 한 안내 와 컬명 , seismic category 1에 속하논 기 기 및 부속물의 분 

류， 웅답스펙트럼， 감쇠값， 그리고 하충조합동의 정의를 해놓았다. 

다. 공업계의 표준 

훤자력셜비의 내진셜계 및 해석온 산업분야애셔 개발한 C여es나 

S않nd하ds틀에셔 도용율 받을 수 있다.이률온 ANSI, ASl\tffi, ACI, AISC, 

그리고 API에서 개발된 Codes를 포함한다(표 2.2참조}. 

2. 개발중인 표준 

내진 표준률온 다를 모든 표준이나 걸계 코드와 마찬가지로 항시 유통 

적이다. 이론의 발전， 실험 자료틀， 새로운 재료와 셜계 방법틀 또는 변하 

는 요구사항틀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핵 표준툴도 구할 수 있다. 표 2.3 은 개발중이거나 제안된것으 

로 알려진 새로운 내진 표준들올 요약하고 있다. 

1975년 1월에 미국의 Atomic En앙-gy Commission 이 없어졌다. 이 기 

관의 규정적언 기농은 새로운 핵 규정 회의로 갔지만 연구와 개발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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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너지 연구 및 개발 기구로 홉수되었다. 

3. 입력지반운동에 관한 현행규제와 지침의 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껄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NRC 규정은 10 CFR 

100Ap뿔ndix A 인 “지진과 지질학적 부지 기준” 이다. 이 명문화된 기 

준의 목적은 제안된 부지에서의 지진학적，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플 

어진 발전소 셜계 기준의 적합성과 제안된 부지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에의 

척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NRC 를 도울 지진학적 지질학적 원리롤 껄 

정하는데 있다. 이 기준은 관계되는 지진의 크기와 지진의 발생， 지진 단 

층들을 조사하기 위해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척 청보 

에 기초한다. 제한된 양의 정보롤 보충하기 위하여 기준에 설정되어있는 

과정들은 보수적인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준은 일련의 펼요한 조사， 

그리고 이 초사들의 결과를 용답 스팩트라와 이 용답 스펙트라훌 풍학척 

셜계에 적용한 개요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진동 지반운동의 절계기준의 

결정에 적용하는 파정으로 구성되어 었다. 

지진혁·적， 지질학척 청보에 대한 한계는 이 두 분야에서 제대로 행해진 

연구에 들인 기간이 상대척으로 짧은 탓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면，수 킬로 

미터안에서는 어디해셔 얼어나도 어떤 지진얘 관계없이 그 진원을 찾을 

만큼 충분한 수와 질과 분포를 가지게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구조지 

질학척 구조와 잠채척인 지진과의 관계는 청립되지 않았다. 지진의 채발 

에 대한 쌓은 자료들은 하나의 구조지질학적 지역에 관계되어있지않고 판 

의 경계를 제외하고는 재발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초도 있지않다. 기대 

한 지진의 강도를 측청하는데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상당히 상당히 분 

산뭔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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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의 기준이 말하듯이 웅답스팩트럽에 대해 두 수준의 설계지진이 

정의되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용답스펙트럼을 정의할 과정이 정해지 

지 않었다. Regulatory Guide 1.60 은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셜계애 펼요 

한 용답스펙트럼을 정의하기 위한 과정올 청의한다. 이 Regulatory Guide 

는 약 16개의 지진기록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웅답스팩트렴을 규정하기 위해 R맹ulatory Guide 1.60 에서 정의된 과정 

틀온 “전형적인” 부지에 확실하게 적용된다. 두개의 특정한 예외가 

Regulatory Guide 에 명시되어 었다. "(1) 상대적으로 예상지진의 진앙에 

서 가까운 부지 또는 (2) 부실한 지반충위에 놓인 것 같은 륙수한 물리적 

상황에셔 업력훈동에 대한 스펙트럼꽤턴에 큰 영향이 예상될 때 위의 과 

청온 척용될 수 없다 .. 이런 청우·애 셜계 용답 스펙트럼온 부지 륙성얘 

따라 각각 개발되어야 한다. 불행혀도 Re믿.ùa따y Guide 1.60 얘는 “상대 

적으로 가까운” 이나 “영향율 주는 혹수한 성질융 가진 부지” 애 대해 이 

것이 무엇율 의미하는지롤 토의하지 않앓다. 이 째한척 경우에 대한 생략 

은 Regulatory Guide 1.60 에 의혜 정의된 스팩트럽의 오용을 유발할 수 

있다. 

Regulatory 1.00 에 의해 정의된 스펙트라는 넓용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전소의 셜계에 있어서 지진하중이 지배척인 하중이 아닌 

부지얘 대한 단순화된 과정과 판련하여 쩍당한 사용법율 찾아야 한다. 더 

우기 부지 지반의 물리척 륙성율 셜명하는 세련된 기술이 척용되는 경우， 

이 스팩트럽는 일반적인 비교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자유장웅답추정에 관한 기술의 재검토와 평가 

가- 이론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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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항에서 보여진대로 제한된 양의 지진학적， 지질학적 데이타를 보충 

하기 위해서 NRC 규정과 규제 지침에 정의된 과정이 보수적인 방법으로 

적용된다. 약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상태의 대한 알맞은 정의를 제공 

하는 데이타들이 모자란다; 다른 분야에서는 존재하는 데이타들이 척용과 

정에서 통계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충분한 양의 분산을 가 

지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과 예견되는 미래의 사건들의 일반적인 크기를 정량적으 

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떤 지진 연구에도 가장 중요하다. 계측기 

의 기록이 가능한 곳에서는 사건의 크기는 지진의 규모(magnituude)에 

의해 정의된다. 규모는 원래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 

진 곳에 있는 표준 계측기의 용답으로 청의되었다. 이 정의는 지진파의 

전파나 진원 기구를 고려한 이론척 가청혜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 

용에서는 변화하는 거리에서 비표줌 계측기로부터의 기록은 반드시 표준 

거리에셔 표준 계측기의 용답으로서 혜석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진원 

기구와 파전달을 고려한 이론적 가청은 사건의 규모률 결정하는 실용적인 

적용과 관여하게 된다. 

지진학이라는 과학얘셔 연속되는 진료.는 규모의 몇 가지 정의를 유도했 

다. 이런 다론 청의들은 규모가 표면파와 쩨척파중 어느 것으로부터 결 

청되는가에 달려있다. 불행하게도 몇몇 국제 표준이 제안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어떤 전문 용어나 정의도 세계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 

순수한 결과는 어떤 실제 지진의 규모률 결정하는데 있어서 통계학적인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이는 규모률 인자의 하나로 사용하는 해석 

에셔 어느 정도 분산을 일으킨다. 적절한 기구가 성립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가의 불확실성이 그 사건의 가청된 규모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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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찰의 해석을 통해 도입된다. 

더욱 최근에는 지진의 크기가 진훤 운동의 스팩트렴 특성의 이론적 연 

구에 유용한 유효 웅력 저하나 지진에 의한 모멘트같은 진원인자에 연관 

되게 되었다. 그런 언자돌이 특청한 장소에서 지반 진동 운동과 진원 운 

동을 정의하는 설용적인 웅용법을 갖추기 위해셔는 추가로 꽤 많은 양의 

연구가 펼요할 것이다. 

지진이 잘 정의뭔 단층 시스댐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셔는 지진 규모 

와 표면 파괴의 길이 사이에 있는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특정 단충 요소 

를 따라 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의 예견되는 규모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역사적으로 지진이 표면 단충과 협께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나， 역사척 

기록으로부터 사용가능한 데이타가 푸족한 지역에서는 빼견되는 사건의 

크기는 반드시 션행된 지진얘셔 환찰된 회대 강도외 역사척 기록과 연판 

되어야만 한다. 어느 위치에셔의 강도는 다른 것률의 청성척인 판찰율 

해석하는 지진학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강도와 어떤 특정한 사건 

으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기구에 의한 요인들 사이에 결정적인 관계가 없 

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거리에 따른 운동의 감소를 정의하는 가갱된 관계는 특청한 장소에셔 

지반 운동의 진폭을 측청하는 떼얘 널리 쏘여져 왔다. 거리에 따른 첨두 

가속도의 감소는 그런 판계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그런 관계를 결정 

하는 것은 강진가속도계(strong motion acc밍erographs)로부터 얻어 진 기 

구의 데이타에 의존한다. 1971년 샌 꽤르난도 지진 이전에는 얻어진 데이 

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연구에 사용되기에는 불충분했었다. 

몇몇 탐사는 이런 종류의 탐사롤 변화하는 규모의 지진으로부터의 결과 

에까지 넓혀놓았다. 그러나 규모 7보다 더 큰 사건의 데이타들은 실제로 

-80-



존재하지 않는다. 비선형성의 성질과 데이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 

들을 고려해보면 측정된 것보다 확실히 더 큰 지반 운동의 수준을 추측하 

는 것은 적철하지 않다. 만약 첨두 가속도， 지진 규모와 거리 사이의 간 

단한 관계가 사용될것이라면， 평균치나 평균치에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이 

나 또는 전체 데이타의 포락선에 기초한 관계를 청의할지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척철한 판단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또한 중 

요하다. 그런 판단은 반드시 껄계 과정에서의 관계를 후속적으로 사용하 

는데에 기초를 두고 었어야 한다. 

한가지 값의 첨두 가속도에 의한 지진 지반 운동의 특성묘사는 시간에 

따른 지반 운동 변이의 3차원 특성묘사의 기술에 있어서 오히려 확실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첨두 지반 가속도와 첨두 지반 속도 그리고 챔두 

변위로 표현된 웅답륙성의 묘사는 지반운동의 스팩트럽의 톡성의 묘사에 

서 좀 더 완전한 청의훌 제공한다. 지반 운동 기록의 진동수성분 또는 

스펙트럼 륙성은 Fourier 스팩트럽의 사용과 스펙트렵 웅답에 의혜 정의 

된다. 스팩트럽의 후자의 종류는 껄계 파정에셔 직접적으로 척용될 수 

있다. 

응답의 시간 변이를 고려하는 정보가 웅답 스팩트럽의 표준적인 표현에 

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사가들은 응답 스팩트럽의 시간 변01률 

최근 도입했고， 이 방법율 따른 더 심도 있는 발전온 아마도 상 관계롤 

껄계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다자유도계와 모달용답에 도입하는 척철한 방 

법으로 이끌어갈 수도 었다. 

스팩트럽 웅답에서 이련 시간변이는 또한 어느 수준 이상의 웅답이 지 

속되는 스팩트럼올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런 .. 웅답 지속 

스팩트럼”의해 알려진 지속성은 각 수준의 용답에 대한 주파수로써 즉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스팩트럽은 그들의 발전이 너무 최근에 되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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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셜계에는 쓰이진 척이 없을지라도 설계과정에서 확실한 유용성올 가지 

고 었다. 

지반 운동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쓰인 인자들의 수적 증가와 지반 운동 

표현이 복잡해짐에 따라 가정된 지진에 대하여 특정 위치얘서의 지반 운 

동올 정의하기 위한 확립된 과청이 없다는 것이 약정으로 대두된다. 진 

통수에 의존하는 감쇠곡션은- 지하 핵 폭발로부터의 거리률 가지고 지반 

운동의 감쇠륙성을 묘사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런 과청은 지진 

지반 운동의 특성윌- 묘사하는데 널리 쓰이지 않았다. 

NRC Reg띠Btory 1.60올 개발하는데 사-용된 연구에서는 지반 운동의 혜 

벨을 특정짓는 기본 인자로서 가속도의 청두값올 도업한다. 이 인자률 사 

용하는데 따른 유용성온 주로 가속도 최고치가 강운동 가속도계에 기확된 

역사장의 모든 지진얘서 측정되었다는 데에 었다. 

더욱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기록중얘셔 충분한 처리과정을 거쳤고， 의미 

있는 진폭을 가진 기록을 소유한 미국 지진롤에서 나용 약 맺m개의 3-요 

소 가속도계 기록들이 이후의 해석올 위해 최신 디지탈 자료 처리 기솔로 

수치화되어 었다. 강훈동 가속도률 이렇게 수치화해 놓으.면 가정된 지진 

에서부터 예상되는 지반 운동을 특정짓는데 았어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강운동 지진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지반의 강운동올 측청하는 기본적인 기구는 강운동 가속도계인데， 이는 

지반 가속도의 세가지 요소와 시간을 각각의 축으로 기록한다. 이 기구는 

0.05 - 2많Iz의 주파수 영 역 에서 O.Olg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최 대 1.0g 

까지의 가속도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속도계중에서 지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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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속도계에는 20Hz, 60% 감쇠의 고유주파 

수를 가진 변환기가 있고， lcmlsec의 필름 속도를 가진 70mm 필름에 기 

록한다. 이 기구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수직 운동에 민감한 스타터에 의해 

반응이 오면 작동하는데 이 스타터는 약 1-lOHz 까지의 평탄한 주파수 

웅답을 가지고 있다. 이 스타터는 O.05g에서 O.OO5g까지의 가속도 단계에 

따라 반웅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San R많lando 지진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기구는 강운동 

지진학자나 지진공학자 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세류 충전 전지로 전원이 공급되며 최소의 주기적인 유 

지가 필요하다. 

최초의 강운동 가속도계는 1933년에 고안되고 셜치되어 그 해 얼어난 

Iρng Beach 지진 당시， 세 개의 중요한 강운동 가속도계 기록을 얻었다. 

가속도계의 숫자는 서서히 증가하여 주로 San Francisco 만 지역과 Los 

Angeles Basin둥 셔부의 주롤 전역에 걸쳐 약 40개의 기구가 분포되었다. 

그러한 가속도계의 위치에 있어서 최근의 중요한 경향은 특청 문제롤 

연구하기 위한 기구의 좌표화된 network로셔 껄계하는 것이다. 

C려ifGrnia Institute of Technolog}에서는 진원기구에 대한 연구가， 납부 

California전역에 걸쳐 가장 활발한 단충계의 지류률 따르는 강운동 가속 

도계를 셜치를 통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어떤 기구롤의 배열온 토류 

지반올 통환 운동의 감쇠를 연구하기 위해 설치되고 었다. 최근에는 구조 

물의 반웅을 측정하는 더 개선된 기구가 개발되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지반운동 인자의 최고치가 직접적으로 지진지반 운 

동올 척절히 나타내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차원비교를 하는데에 

유용하고， 또 얻어진 데이타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환지에 대한 결정에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가속도와 특정 가속도 레벨을 상회하는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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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청은 원본 기록에 의해 짐작될 수 있다; 이 기록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그 자료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연구될 수 있도록 처 

리를 할 펼요성이 었다. 

파의 전파와 지역적 조건에 따른 파의 중폭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강 

운동 가속도계의 기록을 이용하고 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가들은 

주어진 지역에셔의 지반 운동에 영향올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척인 

중요성에 관해 야칙 합의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생각 중의 

하나는 다양한 강 훈동의 측청 체계가 찰 청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 운동 가속도계에서 나온 광범위한 양의 자료가 수치화되었지만 완벽하 

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관한 정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다. 지반의 동력학적 인수들의 결정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반의 동력학척 인수의 결청은 지진기간동안애 

구조물과 시껄물의 웅답올 예측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반의 

동력학적 인수들-멀도， 전단파 속도， 전단계수， 탄성계수， 압축파속도， 포 

와송 수， 에너지 방출 톡성-온 지역 지반의 반용파 지반에 기초률 둔 구 

조물·의 반용에 중요한 영향율 미친다. 또한 지충， 지충 엄피댄스의 차이， 

그리고 지하수 퉁도 중요하다. 지진 용탑율 결청하는 인수들과 함께 발전 

소 지역에 있는 지반에 대해서도 액화 현장， 지반 경사의 안정성， 지반 첨 

하， 흙의 극한 지지력， 그리고 흙의 다짐， 배수， 흙의 팽창동의 시공시 문 

제첨틀율 재고해야 한다. 

지반의 동력학적 인수틀을 측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접근법 

이 많이 쓰인다. 첫번째는 흙 시료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시험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차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었다. 비교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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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실험실 시혐의 결과는 시료의 조건과 시험 시행자의 개인적인 절 

차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었다. 

두번째 방법은 동력학적 인수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시험 기술때문에 일반척으로 낮은 변형도 상태에서 측정이 행해진 

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현장에 직접 시험공올 뚫어서 지질학적， 

지진학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법올 동원해 수행하는 이 

조사에서 현장에서의 깊이에 따른 많은 지반 인수틀을 얻올 수 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방사션， 전자 게이지를 사용한 우물의 시추， 약한 충전 

과 발파를 이용한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방전과 햄머의 타격에 의 한 시추 

공 아래로， 위로， 혹은 관통하는 파의 전파와 굴절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계적， 혹은 전기역학적 진동기에 의한 현장 강제 진동 시험둥이 었다. 

지진 공학자의 관점에서는 흙 동력학적 특성에 관한 주요한 데이타는 

깊이에 따른 흙의 전단 계수이다. 포 파의 속도(지구 물리학적 시험에 의 

해 얻온)룰 계수들로 바꾸는 데 필요한 Poisson 비가 펼요하다. 

5.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규정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내진셜계(asei3mic des핑n)는 

지진에 의해서 노출되는 방사션 물질로 킨한 피해로부터 인접해 사는 인 

간의 생명과 건강울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통 건축 

물보다 더 큰 안정성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 

이와 같은 내진 셜계에 고려되는 지진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셜계지진(desÏgn earthquake)과 

최대 지진(maximum e없thquake)으로 나누고 미국얘셔는 기능율 기준으 

로 한 운전기준지진(OBE)과 셜계를 기준으로 한 안전정지지진(SS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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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가. 일본의 지진 규정 

껄계 지진은 어떤 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으로 내진 셜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정할 기초 자료이며， 껄계 지진 가속도에 보통 1.5 배 

를 곱한 것을 최대 지진 혹온 안천 여유 조시 지진(safe margin 

invest필a마19 e하thQuake)이 라고 부르며 .As클라스(reactor containment 

and safe shutdown design)에 적 용된다. 그리고 셜계지 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 

(1) 지진의 추정 통계학척 (stochastic) 훈석에셔 지표나 혹은 기반암에 

기대되는 최대 가속도나 최대 속도훌 고려한다. 

(2) 부지나 부지 부근에셔 발생하는 지진의 파괴청도률 청한다. 

(3) 지질학적 혹은 지구 물리학적으로 부지와 유사한 지역에서 얼어난 

역 사적 지 진 (historical e하삼1Quake)이 나 계 기 지 진(instrumenta1 e하삼1-

Quake)에 의한 추리로서 결정한다. 

(4) 기대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 및 진앙 거리(hypocenta1 distance)로부 

터 지진진동의 강쇠 관계률 초사한다. 

(5) 부지 벌의 zt 충의 지질학척 조건 풍율 까지고 조사하여야 환다. 
그리고 최대 지진 혹은 안전 여유 조사 지진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부 

지에셔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잠재 지동(ground sh뼈ng)으로 보통 셜계 

지진 가속도의 1.5 배를 사용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의 

내진 껄계에 이용된다. 그리고 수직 지진운동의 가속도는 수명 지진운동 

가속도의 1/2 에서 2/3 를 취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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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지진 규정 

미국에셔는 SSE 를 경정하는 데 광역적 (regiona1) 지질은 물론 국부적 

(local) 지진 및 지진 활동을 고려하고， 또한 국부적인 지하 물질의 특성 

도 고려한다. 

SSE는 대대로 최대 잠재 지진 또는 셜계 기준 지진(desin basis 

얹rthquake)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진이 발쟁한 후에는 모든 시셜물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필요는 없고 발전소의 운전은 안전하게 청지시키며 또 

한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기 

준이 되는 지진이다. 

한편 OBE는 SSE의 가속도의 1/2을 취하는 지진으로， 이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발전소의 모든 시컬물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발전소률 안 

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최대 지진이다. 

SSE룰 결정하기 위하여셔는 부지로부터 보통 2빽 마일(320km)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지진 기록과 부지의 지질학적 톡성을 기록하는데， 다읍과 

같은 과정올 거쳐 정한다. 

(1) 부지로부터 2백 마일안에 있는 단충과 지진구의 판계성올 찾아 단충 

이 활동성 단충인지 아닌지률 조사한다. 

(2) 또환 2팩 마일이내에셔 얼어난 모든 지진의 규모와 진도률 지도상에 

표시한다. 여기에서 셜계 기준 지진을 결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 가장 큰 지진이거나 에너지를 방출한 지진 

(나) 부지에서 활단충이나 진원까지의 거리 

(다) 강진계에 잡현 최대 수평지반 가속도 및 탁월 주기 

(라) 지진의 진동 지속시간 

(마) 부지 지하 지충의 물리적인 성질 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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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에서 구한 최대잠재지진(SSE)을 가지고 껄계지진 반웅스팩트럽 

(DERS=design 않펴lq빠‘e response Spectra)을 구하는 것은 각 구조 

물의 동력학적 해석에 웅용하는데 매우 귀중하므로， 최대잠재지진과 

젤계지진반웅은 원자력 발전소 건껄에 있어셔 가장 중요한 진동 역학 

의 요소가 되어 있다. 

다. 국내 원차력 발전소의 지진 규정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Ñ"RC) 퓨청에 의하면 부지로부터 3백km의 

반경 지역이 조사 대상으로 되어 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지역에서 

는 거의 어느 지역에 원자력 발천소률 건셜하더라도 전 지역이 초사 대상 

이 되는데， 톡허 청확한 활동성 단충의 길이와 지충의 연령율 모르기 때 

문에 어려움이 크다.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1975)얘 의하면 활동성 단 

충의 의미는 지난 3만5천 년 안에 척어도 한 번 지표나 지표 부근얘셔 변 

위 운동이 있었거나， 과거 5십만 년 내에 재발생 운동이 있었다는 륙정을 

모여주는 단충으로， 부지로부터 50-1백 마일(160km) 내에서 10마일 

(l없n) 이상 길이의 활동성 단충온 피하여야 한다. 

따라셔 홍성 지진이 홍성 지역의 활동성 단충에셔 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 활동성 단충의 길이가 약 20마일(3짜m)이라는 것율 발견했다고 가갱 

할 때， 홍성에서 1백4않m 떨어진 계마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로 부적당하 

게 될 것이다. 홍성 지역의 많은 역사적 지진과 홍성 지진 둥을 고려할 

때 이곳의 단충은 지진과 매우 관계 깊온 활동성 단충이라 생각되나， 정 

확한 단충의 분포와 깊이는 알 수 없으며 이것올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지구 물리학적 조사와 연구가 펼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현재 가동 혹은 시셜 중킨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로부터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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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지까지의 거리와 각 부지에서의 추천 SSE는 표 2.4와 같다. 표에서 

최소 단충의 깊이는 별표n를 한 SSE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될 최 

소 활동성 단충의 길이이며 SSE는 자유장에서 얻은 지진에 의한 최대 지 

반 가속도를 가리킨다. 

제 2 절 입력지반운동 설정방법 고찰 

본 철에서는 부지의 자유장 운동을 정의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입력지반운동올 절정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셔의 지진 

기반올 셜명한다. 

1. 자유장운동의 정의 

하중이 구조물에 직접척으로 작용하지 않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의 첫번째 파청은 부지의 자유장웅답을 계산하는 것이다. 흑， 지 

반의 굴착과 구조물의 셜립이 있기 전에 공간적 시간적인 운동의 분 

포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이론적으로 진원이 포함된 모젤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해서는 진원기구에서의 

불확실성과 전달경로를 따라 지절인자의 불확실성 및 모웰의 전체크 

기동으로 인해 간단한 모델이 사용된다. 하나의 통제점이 특별한 위치 

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청하는 통제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지진환경이 

계산되어진다. 이 작업은 파형태에 대한 far-reaching 가정없이 해석 

되어질 수 없다. 같은 통제점에 작용하는 같은 통제운동은 여러개의 

다른 형식의 파， 예를 들면， 수직업사 또는 경사체척파 또는 표면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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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선돼은 깊이와 수평방향으로의 

운동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부지의 자유장운동을 정의하는 데에는 세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 

누어진다. 첫번째는 통제운동의 선돼이며， 두번째는 통제점의 션택이 

며， 세번째로는 파형태를 규정짓는 문제이다. 

가. 통제운동의 선택 

단단한 지반에서 측정되어진 지진시간이력은 완전히 불규칙적이다. 

이것은 진원기구의 복잡성， 불규칙한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 그리고 

전달경로률 따라셔 일어나는 파의 소산에 기언한다. 

셜계응답 스팩트럽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져에서 예상되는 

비교가능한 업력 (excitation)의 웅답스펙트럼이 추계학척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이 과청온 최고첨 (peak)과 최저첨 (dip)이 매끄럽게 되도록하 

며 다른 주파수범위는 다른 크기와 위치에 있는 지진으로 조정한다. 

특별히 과거에 얼어봐던 잠재지진의 특별한 기록을 포함함으로써 주 

어진 부지에 적용가능한 설계웅답스팩트럼의 사실걱인 형태에 현저히 

가깝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지진 지속시간이 형태에 영향율 미치는 

데，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큰용답치 (respαlse rising)률 얻올 가놓성 

이 커진다. 모양이 매끄럽게되면， 계의 동특성의 작은 편차가 구조물 

웅답에 미치는 영향온 무시할 만큼 작다. 

스펙트럼형태는 일반적인 웅용을 위해 최소한 구조물의 둥급에 따 

라 의도하는 바대로 유도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1973년 12월 에 Regulatory Guide 

1.60,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률 위한 셜계웅답스팩트럼” 올 만들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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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연약한 부지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부지에 

대해 적용가능하다. 고유진동수 1 Hz이하인 아주 유연한 구조물(원자 

력발전소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에 대해， 규정된 값은 충분히 보 

수적이지 못하다. 수직방향에 대해서는， 셜계스팩트렴이 고려되는 주 

파수 범위전체를 통하여 수평방향값이 2/3으로 선돼되어지거나. near 

field지진에 대해서는， 같온 크기로 션택되기도 한다. 

지진위험도 연구에 기초하고 셜계에 사용된 지진보다 커질 가능성 

올 선택한 후에， anchor va1ue로 웅답스팩트럽의 규모를 청한다. 

é!n~hor value는 일반적으로 지반운동의 최대(유효)가속도로 션택한다. 

이 고주파의 웅답스팩트럽 가속도로부터 상당히 강한 구조물에 대한 

전체가속도률 곧바로 결정한다. 다른 경우에는， 운동의 척도인 최대상 

대속도가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셜계운동만으로는 자유장운동을 규정짓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설계훈동에 더하여 운동이 작용할 위치(통제점)과 파형태가 결정되어 

져야 한다. 

냐. 통제점의 위치 

부지와 관련된 통제점위치훌 션택하는데는 그림 2.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었다(Wolf 1985). 부지는 기반암위에 놓여진 지충 

으로 구성되어 었다. 통제정은 자유장의 지표위에나(정A) 노출된 암반 

부(점 B), 즉， 기반암충이면셔 위에 흙이 없는 부분에， 또는 드물게 다 

른 지반물성치를 갖는 지충계의 지표면에 선택되어져야 한다. 나중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부지와는 다르지만 지반물성치가 찰려진 지진관측 

소에서의 지진기록이 통제운동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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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 통제점은 표면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은 강운동지진이 

정규적으로 기록된 곳이다. 통제점은 지표면 아래에셔 예를 들어 매입 

구조물의 기초가 놓여진 깊이에셔 선택되어지는 것은 결코 안된다. 부 

지내에서 이 위치에서는 운동의 주파수성분이 깊이에 따라 강하게 영 

향올 받는다. 

깊은 곳에서의 broad-banded spectrurn이 같은 주파수에 대해 지표 

면에셔 비현설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똑같은 일이 다른 채 

료특성을 갖는 부지내에서 지표면에서 기록된 지진시간이력을 사용할 

때에도 발생된다. 자유면에서 파의반사가 이러한 효과를 유발한다. 다 

른 많은 예들을 얼반적인 파형태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션택된 통제점에서 가정된 I파형태훌 가천 홍째운동에셔푸터， 부지애 

대한 자유장웅답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가 지반-구조물정계률 형생하 

는 면에셔 계산되어진다. 

다. 통제운동의 파형태 결정 

자유장웅답의 계산과정에셔 가장 이해가 렬 될 부분ól라고 할 수 

있으며 전파 방향 입사면의 방위동은 지진원에 패한 상대적인 부지위 

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공학척언 견지얘셔 지진학으로후터 째푸 

적으로 해석올 행하는 데 도움율 받을 수가 없으며， 극단척인 예로서 

제한된 인자률 고려하여 하나의 파형태에서 부터 일어나는 통쩨운동 

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경우도 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자유장운동이 

비교된다. 파형태의 보수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게되는데 이것은 절계에 

사용된 여러가지 결과와는 다르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부지에 대해 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파형태를 세부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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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검사하고， 예상되는 자유장응답을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개변수연구를 통해서 얻어진다. 

물론 세가지 사항온 서로 연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번째 문 

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기로한다. 

2. 지진기반 

가. 지진기반의 고찰 

지반진동은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요인은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발진기구， (2) 지진파의 전파 

경로， (3) 관측정 근첩의 국소척언 표충지반특생 퉁이다. 이들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각 지첨 고유의 지반진동을 초래한다. 따라셔， 구조물 

의 업력지진동을 생각할 청우， 이들 요인의 영향을 총합적으로 고려하 

는 것이 바랍직하다. 단충진원의 이론전개와 함께， 최근에는 원전에서 

관측첨지반까지률 일관펀 시스댐으로 다룬 지반진동의 해석이 시도되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취급은 주기수초이상의 장주기지반운 

동해석예 적용될 수 겠옴이 확인되어 있지만， 주기수초여하의 단주기 

지진동에서는 현채 척용이 곤란하다. 그 최대 이유는 단주기지진동에 

서는 발진기구의 복잡성， 지충지반의 미셰구초동 장주기 지진동에셔는 

무시가능한 인자률 상셰히 고려할 펼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셰세한 

인자를 모두 고려한 해석온， 대형계산기툴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곤란 

하다. 지반진동에 영향을 마치는 요인올 분리하고 그중 특정요인의 영 

향을 특별히 상셰하게 고려해서 단주기의 지반진동올 해석하는 방법 

이 고려되고 있다. 지반진동에 영향올 미치는 위에서 기술한 3요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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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측접근처의 국소적 지반조건이 단주기 영역의 지반진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립 2.2의 모식도에서와 같이 표충지반구조를 다른 

요인과 분리하고， 이것올 자세히 해석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지반진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관측점근처의 국소적인 표충지반구조를 다 

른 요인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컬정되는 물리적인 경계를 일반적으로 

지진기반이라 불린다. 지진기반은 오로지 공학적요구로 발생한 편의적 

인 개념이고， 지질학에셔 ;해의되는 기반과는 반드시 통일한 것이 아니 

다. 

나. 지진기반의 설정례 

관측지첨 근접지반의 국소척인 성질이 지반진동에 큰영향율 미치는 

것이 인식된 이래， 져진기반의 셜청에 관하여 많은 재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째안율 정리한 것이 표 2.5이다. 이 표에서와 같이， 많 

은 제안은 되어 었지 않지만， 통일된 견해는 아직 없다. 

지진기반은 원래， 편의적으로 개념화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설 

정은 해석의 목적， 해식모댈등 제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획일적으로 철정하는 것 자체가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예률돌면 

seismic zone과 같은 목척에서 지진기반율 설정하는 정우는 광역척으 

로 지진진동율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공간적 넓이라는 관첨에서의 기반 

셜정이 중요하다. 한편， 한 구조물의 면진해석올 할 경우， 입력지진동 

의 성질까지 합리적으로 컬정된다면， 지진기반의 넓이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주기지진동은 깊은 지반구조의 

영향을 받고， 단주기지진동에서는 얄은 지반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 

으므로 장주기구조물과 단주기구조물의 내진해석에 대해 동일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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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진기반을 셜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제안중 가장 깊은 지진기반의 셜청은 전단파속도 3km/s정 

도의 지각최상충부를 구성하는 화강암충으로 하는 것이고， 가장 얄은 

것은 n~l 50정도의 지충에서 지진기반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다른 제 

안은 이들의 중간에 위치한다. 지진기반은 지반진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중， 해당지점고유의 국소적 지반조건을 타요인에서 분리하기 위해 

셜정하는 경계다. 어느 지정의 지반구조의 국소성은 일반적으로는 깊 

올수록 소실한다고 생각되므로， 그점에서 지진기반 국소성은 깊을수록 

바랍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과서， 가장 합리적인 지진기반익 셜청은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지점고유의 성질이 포함되는 정도가 척은 암충 

으로 하는 것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충은 얄아도 수백 m, 깊은 

지점에셔는 수 km어| 폰째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 km의 깊이까지의 

지반구조를 상세히 정도롤 좋게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는 곤 

란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충에 지진기반올 구하는 것온 이상적이라도 

실무적은 아니다. 한편， n~l 50정도의 지층을 지진기반으로 한 경우， 

심사기술면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보다 깊은곳에 그 지점 고유의 

지반조건이 존재활 가능성이 강함올 생각하면， 일정지역내에서의 얼반 

성을 결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표 2.5외 각제안은 일장일단이 있고， 지진기반은 해석목척? 해석모 

탤， 구조물의 중요도， 구조물의 고유주기퉁 제조건을 깊이 고려하여， 

공학척판단을 가지고 컬청해야합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본 

래의 목적에셔 쟁각하면， 해당지정고유의 국소적인 지반조건이 가농한 

한 소실하는 깊이에 그 이상의 깊이에 구성상， 공학상， 대폭변화하는 

지충이 적은 섬도로， 지진기반을 절정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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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기반에의 입사파 및 그 스펙트럽 

지진기반은 관측지점의 지반조건올 분리하기 위한 경계인데， 단순히 

경계를 세워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지반진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다. 분리한 이후에 지반조건과 타요언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흑， 지진기반은 지진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표충지반구조와 

다른 요인이 조화하도록 셜정할 펼요가 있다. 즉， 업력지진동의 진원 

특성， 전파경로의 의존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도록 지진기반을 셜청하 

여야 한다. 

지진기반에의 입력지진파를 컬정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번 

째는， 과거의 지진을 대상으로 지진업사파률 셜갱할 때， 다른 하나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지진에 대하여 지전업사파롤 셜정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애는 그림 2.3의 모식도얘셔의 방법이 차주 이용된다. 측， 

지점A에서 얻은 지진기록에셔 용답계산법을 이용하여， 그 지점의 기 

반입사파률 구하고， 그것을 대상지점 B의 기반입사파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엄밀히 말하면， A점과 B점은 너무 멀리 멸어져 있지 않고， 

양자의 지진기반은 같은 성질올 가질 필요가 었다. 또 이와 같이 해서 

구한 기반업사파는， 이용되는 웅답계산에 사용하는 모웰의 영향을 받 

융얘 주의할 휠요가 었다. 따라셔 실쩨의 지진시 거풍이 계산법의 모 

웰에 합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정당한 기반입사파훌 주는것은 아니 

다. 단지， 이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반입사파를 셜정하는 간편법 

으로서 종종 사용된다. 또， 후자의 방법대용으로 파거 지진을 장래의 

발생할 가상지진으로 간주하여， 기반입사파를 셜청하는 경우에도 된 

다-

한편， 후자의 경우， 장래 얼어날 수 있는 지진의 진원특성， 전파경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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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둥 표충지반이외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견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는， 단충모델올 도입한 진원특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원특성， 전파경로톡성풍온 지진마다， 지역마다 복잡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엄밀히 고려환 기반업력지진동의 컬정은 현재 

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진기반껄정 본래 

의 목적은 지반진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중점을 두고， 특히 관 

측·접 근처의 지반조건을 충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요인의 영향 

은 공학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즉， 진원특성， 전파경로의 영향올 간이화하고， 지진의 규모 

(magnitude), 진앙거리풍의 간단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기반입력지진 

동을 얼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매개변수률 이용한 기반입사파의 스팩트럽특성(진동수영역)에 관 

해 기술한 것과， 파형(시간영역)을 셜정하는 것으로 나뀐다. 

지진기반에서의 입력지진동의 셜청은， 스팩트렴 톡성에 환해 많온 제 

안이 되어 있지만， 시간 변동을 포함해 아직 확실하지 않온 부분이 많 

다. 앞으로， 진원단충에 관환 연구진전과 강진기록의 축척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반입사파 설정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3절 자유장 해석방법 고찰 

1. 개요 

지진 지반운동이 국부적인 부지조건 즉， 흙의 생질， 지충구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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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 받는다(Sanchez and Fr하lciso 1986, US NRC). 퇴적층분지 

가 지반웅답을 증폭시키는 것이 관측되었다(Ang and Newmark 

1971). 드물게， 높은 진폭과 긴 지속시간의 지반운동이 1985년 Mexico 

CitYÃl 진시 심한 파괴의 주원인이었으며， 국부적인 조건에 주로 기언 

한 것 으로 되 어 었 다(Bard and Pierre et a1. 1988, Bielak and J acobo 

et 려. 1984, Campi10 and Bard et al. 1988, Sanchez and Chavez et 

a1. 1988). 좀더 근자에 는 국부효과의 풍요성 어 1988년 Armenia의 지 

진얘 의해 유발된 Leninakan의 피해형태로부터 업중되었다(Borcherdt 

and Glassmoyer et al. 1988). 충상매질에셔의 지표운동이 균일매질의 

지반에셔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현장을 강lang과 Yong풍의 계산결과 

에셔도 확인할 수 있다(Zhang and Yong et a1. 1991). 

만약 지충구조가 충상반무한체로 모델령된다면， 지반용답온 

propagator matrix me상10d얘 의해 예측된다(Aki and Richards 1980). 

그러나 특청한 형태의 분지구조얘서 불규척한 지표면 또는 지하의 측 

면간섭현상이 지반웅답의 큰 중폭과 긴 지속시간율 만들어낼 수 었다. 

그러므로， 국부효과는 탄성파가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 위에 놓 

인 방해물에 의해 소산되는 과청으로서 이혜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탄성매질내에서 파의 소산은 사，공간 영역에서 

homogeneous 초기조건을 가지는 초기-경계치 폼체롤 구성하게 된다. 

이 문제는 척분변환(Fourier 또는 Laplace 변환)에 의해 공간영역에서 

만의 경계치문제로 줄여진다. 이 변환된 파동방정식을 reduced wave 

equation이라 한다. 두 가지 경우 어느 것이든 두개의 기본적인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여 풀어진다. 한가지 방법은 주어진 경계조건 또는 초 

기-경계조건하에서 지배미분방정식울 직접 풀어내는 방법이 었다. 다 

른 하나는 적분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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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중에서 미분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특성함수
전개 

법 (eigenvalue expansion method)이 무한 탄성 매질에서 업사하는 조 

화 평면파가 매업된 원통형 또는 구형 물체로부터 소산하는 현
상에 

대해 정확한 해석적 해를 얻올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다(Pao and Mow 1963, Pao and Mow 1973). 특성함수전개법은 임 

의의 기하형태에 대한 소산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사 또
는 

수치해석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중에셔 유한차분법， 
여러 

가지 가중잔류방법 (weighted residual methods) , 변분법， 그리고 유한 

요소법퉁이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분식이 이용되면 근사 또는 수치해석법이 필요하다. 이들 
중에서， 

변분법과 여러가지 가중잔류방법이 찰 청립된 방법이다. 상대적
으로 

새로운 방법에는 T-ma며X방법과 경계요소법이 포함된다. T-matrix 

는 1968년 Waterman에 의해 처옵도업되었고(Waterman 1969) 그 이 

후로 여러연구에 의해 발전되었다(Bostrom 없d Kristensson 1980, 

Tsao 때d Varadan et a1. 1983, Varatharajulu 때d Pao 1976, 

Waterman 1976). 이 방법은 업사파와 소산파를 원통형화표계 (2-D) 

또는 구형좌표계 (3-D)에서 직교 eigen function인 기저함수로 전개한 

다. 이 작업은 업사파에 대한 기저합수의 계수룰 산란체 (scatterer)의 

null-field inside를 이용하는 산란된 파장(scattered wave field)에 대 

한 기저함수와 관계시키는 행렬올 찾는 것이다. T-maσ1X는 입
사장으 

로부터 소산영역으로 변환하는 행렬올 뭇한다. 

T-matrix의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 문제로의 확장은 가능
하다 

(Bostrom 없d Kristensson 1980, Tsao and Varadan et al. 1983). 그 

러나 반무한체표면을 따라서 충족시켜야되는 무웅력상태 경계조건
 때 

문에 좀 더 복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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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요소법은 경계률 나누어서 그것을 따라， 내부값을 보간하여 적 

분방정식을 푸는 수치해석 방법이다. 음향학에서 Banaugh(Banaugh 

and Goldsmith 1963), 동탄성학에서 Cruse와 Rizzo{Cruse and Rizzo 

1968), Cole(Cole and Kosloff et a1. 1978)의 연구결과， 경 계요소법 이 

탄성파 소산문제와 동탄성학 문제에 있어서 해석방법의 하나로 자리 

를 굳히게 되었다. 

위에 설명된 모든 방법이 탄성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의 파소 

산 문제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탄생반무한채에서 반원통모양의 물체 

에 의한 조화 SH업사파의 소산에 대해 특성함수 전개법올 사용한 정 

확한 해석적 해가 Trifunac의 연구에 나타난다(Trifunac 1973, 

Trifunac 1973). 업사 P-sv파에 대한 해는 Lee에 의해 발표되었다 

(Lee 1982). 반구 모양 협곡애 의한 소산문제애 대해 륙성함수전개법 

의 근사해가 Lee얘 의해 주어졌다ιee 1982). 

여러가지 가충창류방법 중얘셔 Aki-L하ner방법이 특이활 만하다( 

Aki and Lamer 1970). 이 방법온 2차원 충상 탄성반무한체에서 표면 

이나 접촉면의 국부척인 변화에 의한 업사명면파의 소산올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경계와 첩촉연의 조건온 fmite Fo따ier transformed 

space에서 만족된다. 

츄한차분법과 유한요소법과 같온 수쳐해석법은 무한매질에셔 정상 

상태의 파전파 문제에 직접척으로 척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유 

한개의 철점이 고려되므로 이산확된 모웰이 단지 유환영역에만 국한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탤율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인공경계에서 파의 

반사가 방지되도록 해야하는 문제률 안고 있다. 

Lysmer와 Kulemeyer가 도달하는 파에너지의 대부분율 홉수하는 첨 

성경계를 개발하였다(Lysmer and Kulemeyer 1969). 경계에서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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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전파이론으로부터 계산된 점성력올 작용시킨다. 파의 입사각을 안다 

면 p-파와 s-파에 포함된 에너지를 완벽히 홉수할 수 있도록 감쇠장 

치가 껄계될 수 있다. 그러나 업사각은 일반적으로 미지수이므로 가정 

되어야 한다. 만약 실제 업사각이 가정된 값과 60001 내의 범위에서 차 

이가 난다면， 감쇠장치는 매우 효과적이다. 

Lysmer와 Kulemeyer는 균질 탄성반무한체에 매입된 원형기초의 정 

상상태 수직진동해석에 적용시켰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온 바 

닥연 수명경계의 수직업사각에 대해 감쇠장치를 껄계했으며， 수직경계 

에서 Rayleigh파를 구성하는 p-파와 s-파성분의 주파수종속 업사각에 

대해 감쇠장치를 셜계했다. 

Kulemeyer(Kulemeyer 1969)는 이 방법을 충상 반무한체의 경우에까 

지 확장하였다. 그는 깊이에 따라 충의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 낮은 주파수 영역얘셔 좋은 결과룰 얻었다. 그러나， 충상경계와 

지표변에셔 p-파와 s-파가 다중반사와 굴절율 일으키기 때문에 언공 

경계에셔 p-파와 s-파의 업사각을 예측하는데 큰어려움이 었움을 발 

견하였다. 껄상가상으로 업사각이 주파수에 따라 불규칙척으로 변한 

다. 

Ang과 Newmak(Ang and Newmark 1971)는 Lysmer와 Kulemeyer 

가 첨성정계률 개발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전달경계활 개발하였다. 본 

질에 있어셔는 두 경계가 같온 것이다. 두경우 모두 얼차원 파전파이 

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업사각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어야 한다.Ang과 

Newmark는 핵폭발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충격파의 해석에 전달정계 

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파운동이 주로 일차원얼 때 경계의 유효성을 

보여주었다.2차원 파전파문제에서 경계의 역할수행을 잘 증명하지 옷 

했다. 

-101-



그러나， Hadala에 의한 연구에서 폭발이후에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고려한다면(Hadala 1971), 충상반무한매질에서 2차원 충격파문제에셔 

전달경계가 매우 효파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들 품제에서 전달 

경계에서 요구되는 완성도는 정상상태의 파전파문제보다 덜 심각하다. 

무한매질에셔 정상상태 파전파문제를 해석하는 다른 방법으로 감쇠 

률 고려할 수 있올 정도로 매우 큰 이산화된 모웰율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원에서 발생된 파가 언공경계에 도달하기정에 심하게 감소 

하여 반사된 다음 관심영역으로 되돌아오기전에 거의 모두 소산될 정 

도로 감소하게 한다. 이 방법은 션택된 감쇠값이 적당하고 모렐이 충 

분허 크다면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실째에 있어서는， 계산기의 

급속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계산비용과 펼요한 기억장소의 중가 때폼 

에 어렵게 된다. 

인공경계에셔 발생하는 반사률 째거할 수 있도록 톡별한 장치가 마 

련된다면(Bielak and Christino 1984, Sanchez and Franciso 1986, 

Smith 1974, Smi상1 1975), 유한요소해석법이 반무한체에서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 3차원문제에의 적용온 자유도 수의 중가로 인해 어려 

움이 었올 것으로 보인다. 

경계요소법도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에서 문제툴 다룰 때 다 

른 척분방정식방법(예훌 률어 T-matrix방법)과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 

옴에 직면하게 된다. 기본척으로 이 경우에 파소산을 모탤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었다. 한 가지는 무환영역 (null space)에 대해 Green합수 

률 사용하는 것 이 다(Eringen 1975). 이 방법 온 소산된 파장의 영 향이 

소산체의 근처에서만 중요하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소 

산체로부터 떨어진 영역에서는 소산된 파장이 가정한 것처럼 무시할 

만하다면 파장은 소산체가 없는 자유장과 근사적으로 같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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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법의 장점은 Green 함수의 명이함에 았다. 한편으로， 소산된 파 

장의 영향이 무시될 만한 영역의 범위가 각각의 문제마다 결정되어져 

야 한다. 더나아가， 이산화되어야 할 영역이 아래에 설명될 두 번째 

방법 에서 보다 더 커지 게 된다(Jiang and Kuribayashi 1988). 

두번째 방법은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에 대한 Green함수의 일 

부가 2차원 공간에서 anti-plane shear 문제를 제외하고 특이척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특이적분의 계산은 특히 소산체가 표면근처에 있는 

경우， 느린 수렴으로 인해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중에서 경계요소법이 국부효과 연구에 펼요한 

수단으로 션택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장첨이 있기 때문이다. (1) 기초 

의 동적강도가 이 방법울 사용하여 간단히 계산된다. (2) 이 방법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실제적인 묘사가 가능한 유한요소법과 결합 

될 수 있다.(3) 이 방법은 3차원 충상반무한체에셔 파소산 문제를 해 

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셔부터，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체 Green 합수의 정 

식화가 우션 펼요하게 된다. 그퍼나 넘어야 될 가장 큰 난관은 위에 

언급된 륙이적분율 위한 심한 계산부담이다. 그래서 특이척분을 계산 

하기위한 효율척인 알고리즘의 개발~l 반무한체 또는 충상반무한채에 

서의 문제에 경계요소법올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여러가지 톡이척분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복소수 주파수률 

사용하여 Bouchon과 Aki가 무한급수{Fourier 급수)로 파동수적 분 

{wavenumber integr려)이 근사화 된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나중에 

Bouchon은 이 기법올 3-D공간에서 적분계산에까지 확장하였다 

(Bouchon 1953, Bouchon and Aki 1979). 이 급수전개를 2차원 파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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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에 적 용할 때 상수요소(constant element)에 대 해 급수의 각향이 

해석 적 으로 적 분된다는 것올 Kawase가 발견하였다(Kawase 1988). 

2. 국내 자유장해석 기술현황 

지반운풍은 여러가지 진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터널 굴착시 행 

해지는 발파도 그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터넬 건셜시에 

TBM올 사용하여 터널의 내부를 굴착하고난 다음 나머지부분율 

NATM적용으로 시공하는 경우 NATM발파시 TBM으로 굴착해 놓은 

부분이 자유면 역할올 하게되어 지표면에셔의 지반진풍이 캄소하게된 

다. 이 때 자유면 부분올 고려한 거동율 경계요소법의 적용으로 해석 

하였다(셔울대학교 공학연구소 1991). 여기에셔 터널내부에 자유면이 

있는 경우는 자유면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반진동이 훨씬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단한 기반암위에 상대척으로 연약한 매질이 매립되어 있는 분지 

지반에셔 발생하는 지반진동은 기반암에서 나타냐는 웅답보다 강도가 

중폭확고 지속시간도 걸어진다. 이결과로 인혜 분지지반에서의 지진피 

해가 크게 발쟁하게 되며 기반암과 연약지반위에 걸쳐 있는 장대구조 

물의 경우에 부둥첨하가 발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지에서는 

국부적인 지반의 형상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기반암에 매립된 

분지지반구조에서 발파진동에 의한 분지지반의 거동이 경계요소법과 

진동원의 적용으로 해석되었다(권기준 고현무 김재관 1991, 이완수 

1992). 이 해석에셔 진동원으로서 발파원을 모웰링하였으며 해석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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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분지지반의 지반웅답은 기반암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그 강도가 커진다는 것올 확인하였다. 

여러 매질로 구성된 반무한체 지반에서 파동의 전파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이완수는 정상상태에셔 무환영역에 대한 기본해와 고차요소를 사 

용하는 경계요소법올 구성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충격하 

중에 의한 반무한체 지반의 통적해석에 적용하여 변위에 대한 스팩트럽이 

상부구조물의 고유주파수 부근의 밀도가 높음올 알았다(이완수 1992). 

지하깊은 곳에서의 지반운동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운동에 비해서 그 

강도가 감소하고 지속시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지만은 여러개의 충이 

수평방향으로 평행하게 놓여진 충상반무한체로 모탤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propagator matrix 방법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다. 고현무둥은 평 

행충상반무한체에서의 탄생파해석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진원의 수리적모웰 

링을 통하여 주파수영역 및 시간영역의 응답을 구하였다(Koh and Kim 

et 려. 1993, 고현무 둥 1없3，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991). 이들은 또한 

검사지게 입사하는 P파와 S파의 업사각에 따른 지반운동의 변화를 계산 

하였다(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1991). 이 방법올 평행충상다충지반에 적 

용하여 지반운동이 깊이에 따라서 감소하고 지속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을 

보였다. 

지진운동을 야기하는 진원으로서의 단충을 모델굉하여 인공지진의 

지반용답을 해석할 수 었다면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이 잘 알려진곳에 

셔는 지진예측도 가능하게 된다. 고현무둥(Koh and Kim et al. 1993) 

은 진동원으로서 단충의 파괴를 모웰링하여 지반운동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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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행층상반무한체의 지반운동해석 

본 항에서는 3차원 충상구조 반무한체에서의 탄성파 전파과정을 주파수 

영역에서의 propagator ma퍼X방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방법올 기술한다. 

가. 원통좌표계에서의 운동방정식 

균질 풍방성 선형탄성매질에서의 지배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λ + 2U)v(v.u) - UVxVxu + pf = p u (2.1) 

여기셔 λ , U는 Iamg 의 상수이고 u = u( x, t)는 변위펙터， p는 밀 

도， f는 물체력빽터이고， ü = a 2U / a t2 이다. 

변위장 u = U(X， t)는 셰개의 스칼리· 포탠셜 41, \11, χ，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u = V Iþ + VxVX(O,o,t) + VX(O,O,X) (2.2) 

물체력 빽터 f (x , t)도 세가지 스칼라 포탠셜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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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7 φ + vx '7x(O,O,Iþ) + '7x(O,O,X) (2.3) 

표현식 (2.2)와 (2.3)을 대 입 하면 식 (2.1)은 다음과 같이 정 리 된다. 

'7[ (λ +2U) '7 21þ + plþ - p!Ïl] + '7x '7x [U( 0,0, '7~) +p (0,0,\11) - p (0,0, 따)] 

+ '7X[U(0,0,'7 2X) + p(O,O,X) - p(O,O, i)] = 0 (2.4) 

식 (2.4)는 다음 3가지 비연계된 편미분 방정식과 동일하다. 

a. 2'7 21þ + φ = !Ïl 

ß2'7 2맹 + Iþ = 뱅 (2.5) 

ß2'7 2X + X = i 

여기서 0. = ~ λ L 2u , p = 품 로서 P파전파속도， S파 전 

파속도를 각각 의미 한다. 

물체력이 없올 경우 식 (2.5)는 다읍과 같이 표현된다. 

'7
2(þ 

、7 2뱅 

’ -
= 효맺 

= 협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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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x = 펴'2 x 

식 (2.6)의 양변에 식 (2.7)에 의하여 정의되는 Fourier 변환을 적용하면 

식 (2.8)이 얻어진다. 

g( ω) = F[ g( t)] = i:g( t} e -j“tdt 

g( t) = F-1
[ g( ω)] =꿇짚g(ω)e 뻐t빼 (2.7) 

v 21þ 펄Iþ = -k:1þ 

v 2lft =움삼 = -k짧 (2.8) 

v~ =뽑X = -kix 

여기서 kg = ki = 뽑 。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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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 정의된 원통좌표계에서 Laplace 연산자 v2는 다음과 같다. 

(2.9) ?2 a 2 .1 a 1 a 2 a 2 
- a r2 T r a r + r2 a 8 2 + a z2 -----~ -- ---- ~ ---

다음 식 (2.10)에서 정 의 되는 파피te 앙cpone디외 Fourier 변환에 의 하여 

Laplace 연산자는 식 (2.11)과 같이 변환된다. 

g(m)=Em[g(빠 

(2.10) g(8)=E김[g(m)]= L g(m)e 뼈 

(2.11) Em[ '\7 2] = →승+---τ-편+→갚 =혀+→τ ’ a &. 1 a 
â r- r (j r r- â z- â 

이다. ??=4:-+4-L 객 
~ arι r ar r 여기서 

반직선 상에서의 m~} Hank리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r ’ 
, a 

베
 

써
 

, U “ ” g ∞
 

「| 
4 세

 

g r 

빠
 

H 
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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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 Hmr[따)] = fo∞g(k)kJ m(kr)dk 

"V I 에 Ha따‘.el 변환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1 mJC[ "V I] :=- k 2 

식 (2.13)을 (2.11)에 적용하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 2 
H mJc(Em[ "V 2

]) =-k2+-온2"" 
dZ 

따라서 식 (2.8)의 첫 둥식의 최종형태는 식 (2.15)로 된다. 

(2.12) 

(2.13) 

(2.14) 

(-k2 
+ →누) Iþ (ω，k，m，z) = -k늄(ω，k，m，z) (2.15) 

dZ 

그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Iþ (ω，k，m，z) = (Ae -vz + Be VZ)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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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갑손강 이다. 

원래의 @는 다음식에 의하여 환원될 수 있다. 

$( r ,8 ,z , t) = 꿇 뚫e-iωt해 좋∞e뼈흙(ω，k，m，z) x kJ m(kr)바 

(2.17) 

여기서 k는 수평 파동수(wavenumber )라고 하고 그에 대한 적분은 파수 

적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포텐셜 Iþ, \11, X는 다읍의 기본적인 해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x，ω ) = ] m(kr)e im6 (Ae -YZ + Be YZ)e 빼t 

1jI( x，ω ) = ] m(kr) e im6 (Ce -rz + De rZ)e 뻐t (2.18) 

x( x，ω ) = ]m(kr)e im8 (Ee -rz+ Fe l'Z)e iQt 

여기서 v=갑r많 이다. 위의 해들에서 r, θ 에 대한 의존분을 결합하 

여수명화통함수를 다음파 같이 정 의 한다. 

yr( π8)= ] m(kr)e 뼈 (2.19) 

포텐셜 $, \11, X 의 변위 u = u(x，ω)에 대한 기여분 UP,USV,USH 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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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P 
U 

sv 
U 

-

V (þ = (냉;::- (þ , 

VxVx(O,O,\If) 

Vx 'ÿ'. (O,O,\If) -

냉;m) 1 a ~ 
r a 8 'f' , 

( O， O， v 애 ) 

-.-강마--L __ a ~L _ -.L _a_ I _ .-2...뾰- 1 」3L)-----(r )--T 2 -, araZ ’ r a8az ’ r a r " a r J r Z a 8 Z 

SH 
u = Vx( 0, 0, X ) = (-.L ~~ 

r a8 
ax 
ar , 0 ) 

윗 식에서 SH성분은 P, SV성분으로부터 비연계됨을 알 수 있다. 

원통좌표계에서 웅력 자'z， τ 26 ，'t zz는 다음식 으로 표현된다. 

a Uz a Ur 
rz=ll( '1_ +~→) ar. az 

1 a Uz a UÐ 
ZÐ = Il(:::' '1 c + '\ _ ) as 

't zz= λVu +21l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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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해 (2.18)을 식 (2.20), (2.21)에 대업하면 연직좌표 z을 갖는 수평면 

에서 변위빽터 U = (Ur，ue，Uz)와 표면력 빽터 t = (τπ;t얘，tzz) 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u= [!l(ω.k，z)7갤‘ (r， 8)+n(ω，k，z)SZ'( r ,8) + r2 (ω，k，z)RZ' (r,8)]e ;I.lt 

t= [ 12( ω，k， z)7f (r， 8}+ rJ(피，k，z}SZ'(r， 8) + r4( ω， k，z)R'k' (r,8)]e 에t 

(2.22) 

여기셔 (h ,12)T 와 (rl,r2,r3 ,r 4) T는 변위-웅력 빽터라고 하며， π 8에 

대한 의존도는 수평파동함수 yr를 사용하여 다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돼l( r ,8) 
1 aYZ' 

= 과r 강ser -
1 aYZ' 
k -7下-ee

SZ'( r ,G) 
1 aYr 1 a YZ' 

- k a 8 er- 감-응aee (2.23) 

R Z'( r ,8) = - YZ' ez 

er ,ee ,ez r ,8,z 축 방향 단위 펙터 

식 (2.23)의 세 빽터들이 상호직교함이 쉽게 증명된다. 식 (2.22)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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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변위와 표면력 빽터의 기본적인 해들은 식 (2.17)의 절차에 의하여 다 

음파 같이 합성될 수 있다. 

u(x ,t)= τ삶 f$e kt패 L∞kdk서쫓∞[h갤+nsr+r웠] (2.24) 

t(x, c) = 꿇 i:e 삐뻐 L
∞k&m휠∞[[2채+r앓+r따] (2.25) 

식 (2.24)와 식 (2.25)에 의해서 주어진 위치 x에서 변위와 표면력 빽터 

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연직화표 z올 갖는 평면에셔의 변위-웅 

력 빽터률 구하고 Hankel 변환형태의 척분{Fourier-Bess리적분)올 수행하 

면 주파수 영역에서의 용탑이 구해진다. 주파수영역의 웅답으로부터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은 Fourier 변환에 의하여 협게 구하여진다. 고려되어야 

할 Fourier급수의 차수는 보통 0, 1, 2 청도이다. 충상반무한체에서의 탄성 

화 전파과정은 식 (2.24)와 식 (2.25)에서의 변위-웅력 뼈터를 propagator 

matrix기법에 의하여 구함으로서 쉽게해석된다. 

나. 연립 일차 미분방정식의 해법 

식 (2.22)의 변위-웅력 빽터 (h ,12)T 와 (η， r2.r3 ， r4) T는 다음과 같 

은 일차연립미분방정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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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f;] = Al[%] (2.26) 

T! I 
T2 1 _ 

r31 
r41 

n 
Ar I r2 

r3 
r4 

(2.27) 

여기서 AI 와 Ar는 매질의 물성과 주파수 및 파수의 함수인 계수행렬이 

고 동일 매질에 있어서는 상수이다. 

A o 
~(k2 - kS) 

(2.28) 

0 k 
l 

0 u 
k 

0 0 
1 

Ar = k ).+2~ λ+2~ (2.29) 

k2t-ω2p 0 0 
k). 
λ+2~ 

0 2 0 -ω p -k 

I 
l I 
l 
l 
·-----. 

, 
、

” 
u 

「

4 = v 
·l 
-서

 
키
 끼
 

여
 
, 

).+2~ 
다
 

이
 
, 

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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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26) 과 (2.27)로부터 변위-웅력백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연립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여야한다. 계수행렬이 상수일때 일차연립마분
방정 

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다. 

계수행렬 A이고 t의 함수인 빽터 x (t)에 관한 미분방정식이 다읍과 

같이 주어진다. 

x (t) = A x (t) (2.30) 

A에 sin퍼ar한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J = T-1AT (2.31) 

이 때 J는 A에 s파파ar하다고 한다. 

랭렬 T의 colurnn 빽터들이 A의 밍genvector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T = [Vl.V2, •••••• ,V n] (2.32) 

여기서 Vi는 A의 i번째 eigenvector들이다. 

T의 역행렬， T-l，이 존재하므로 다음의 선형변환이 성립한다. 

x = Ty • y = T -lX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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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Z) ) 

U~l f = ω (z) (2.66) 
o zr(Z) 
ozAz) 

0 k 
1 

0 u 
k 

0 0 1 
Ar = k λ+2~ λ+2~ (2.67) 

k2~- ω2p 0 0 
k).. 
λ+2~ 

0 -ω ‘ ιp -k 0 

l서 t = 4~ [證 ) 

계수행렬 A의 고유치는 土V， 土Y이며 그 값은 다음식과 같다. 

v = Re(v) > 0 (2.68) 

iJ ω2/0. 2 - k 2 , k < ω1/0. 

{ J k 2-w2jßa2 
， k> 피'/ß 

1 iJ ω2얘2_k2 Re(y) > 0 (2.69) 

， k< ω/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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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t는 다음과 같다. 

(2.39) 

식 (2.37)에서 TeJtT- 1은 state transition 행렬이라고 한다. 

방정식 (2.3이은 힐반적으로 펙터의 차원과 같은 수의 독립적인 해가 존재 

하며 이러한 해들이 열빽터를 구성하는 행렬을 방정식 (2.30)의 기본행렬 

이라고 한다. (2.37)에서 구하여지는 행렬 φ = TeJt는 

111' = Aφ (2.40) 

를 만족하므로 기본행렬이다. 식 (2.30)의 어떠한 해도 기본행렬 열빽터의 

선형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x = φw (2.41) 

여기서 w는 임의의 상수로 구성되는 가중치 빽터이다. 

다. Propagator matrix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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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지반의 층상구조 반무한체 모댈이다. 그림 2.5에서 ait ßi ,Pi 

는 각 충에서의 p-파전파속도， 전단파 전파속도， 밀도를 각각 의미하고 

hi는 지충의 두께 Zi는 (j-1)충과 j충의 경계의 깊이 또는 Z좌표이다. 

여기서 각 충에서의 매질이 션형탄성체라면 식 (2.26)와 (2.27)에서와 같 

이 변의-웅력 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f ‘ ” 
dz .. ~ (2.42) 

여기서 f는 변위-웅력 빽터， A는 계수행렬이다.n번째 지충에서 진동원이 

없을 경우 Zn-l과 Zn에서의 변위-옹력 빽터는 식 (2.37)와 같이 state 

σansition행 렬에 의하여 연결된다. 

f(Zn) = (T ne Jn( z" - ZU-l)T라)f(Zn-l) 

= (TneJnhnT믿)f(Zn-l) 

= (TnEnT라)f(Zn-l) 

= Gn f( Zn-l) (2.43) 

여기서 Gn = TnEnT딘은 충행렬이라고도 명명된다. 

Z = zo에셔 f가 식 (2.44)로 정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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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zo) = fo (2.44) 

z = Zm-l에서의 변위-웅력벡터는 다음파 같다. 

f( Zm-l) = G m-lf( Zm-2) = Gm-lG피-zf( 'lm-Z) 

二 G m-l G m-2 ...... G !Í(zO) 

= G m-l G m-2 ..... 'G !ÍO 

= P (zm-l , zo)fo (2.45) 

그리고 m번째 충， 즉 반무한체에서는 f(z)가 다옴과 같이 표현된다. 

f(z) = T mEm (z - Zm-l)T m-lGm-l .•••. 'GIÍo 

= G m (Z - Zm-l)Gm-l ..... 'GIÍo 

= P( z , zo }fo (2.46) 

여기서 P(z，Zo)은 propagator matrix라고한다. 그러나 m번째 충에서는 f(z) 

가 기본행렬 열빽터의 션형조합으로 표현가능하다. 측， 

f( Z) =~mW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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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는 가중치 빽터로서 다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w = ( 켠 ) 

여기서 W+는 상향파의， w 는 하향파의 가중치 빽터이다. 

윗 식 (2.47)을 다음삭으르 바꿔 쓸 수 있으므로 

w ~ ( 펀 ) ~ ~-lf(z) 

진원이 m번째 충에 있지 않다면 w+=o이다. 

(2.48) 

(2.49) 

또 지표면 z = Zo에서 표면력이 없다면 식 (2，44)는 식 (2.50)으로 된다. 

fo = f(zo) :: (밤) (2.50) 

식 (2.46)과 (2.49), (2.50)에서 다읍식을 얻는다. 

w = ,-1 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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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Z,Zo) fo 

= 훔 -1 (Z) T m-
1 Tm Em(Z-Zm-l) Tm-

1 Gm-1 Gm-2 “. ~ fo 
= Em-1 (Zm-l) Tm-

1 Gm-1 Gm-2 ... ~ fo 
= Em-1 (Zm-l) [R] fo 

Ell O l I Rll Ra l Iuol 
o E22 11 R21 R22 I L 0 

= I EllRll E펙 [:,) = [ : - ) (2.51) 

E zzR21 E 22R 22 J \ 0 I \ w 

여기서 UO = U(ZO) 이 0이 아난 해률 갖기 위해셔는 다음조건올 만족 

시켜야 한다. 

det[ E갚 Rll ] = 0 (2.52) 

그러나， det( E녀 ) ~O 이므로 위 식온 다음파 같이 줄어든다. 

det( Rll ) = 0 (2.53) 

식 (2.47)을 다시 표현하면 반무한체에서의 변위-웅력 빽터를 다음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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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 t w 

= Tm 타l(Z) W 

= Tm Em(Z-Zm-l) Em(Zm-l) W 

= T m Em(Z-Zm-l) ( ::llW~ , 
\ .l!22W I 

-= T m Em(Z-Zm-l) I 보 l 
‘ W I 

(2.54) 

..... ‘;‘ 

여기서 W = (~\ 로 재정의하면 
‘ W I 

W = Tm-
1 Gm … ~ fo (2.55) 

진원이 s번째 충에 있올 경우에는， 변위-웅력벡터가 식 (2.56)으로 되므로 

풀어서 쓰면 식 (2.57)로 된다. 

f(Zs-I) = Gs-l ... ~ fo 

f(Zs) = fN(Zs) + Gs[f(Zs-I) - f
IN

(Zs-l) (2.56) 

f(Zm-l) = Gm-l Gm-2 … Gs+l f(Zs) 

= Gm-l Gm-2 ... Gs+l ( 판(Zs) + Gs[f(Zs-l) - 판(Zs-l)]} 

= Gm-l Gm-2 ... Gs+l fN m - Gm-l Gm-2 ... Gs+l 판s-1 

+ Gm-l Gm-2 … Gs .- ~ fo (2.57) 

션
 

1 i 



식 (2.54)에서 얻은 다음식을 

f( Zm-1) = T mW (2.58) 

위 식을 식 (2.57)와 둥치시키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w=T하GEl- - -Gs+1fF -T김 Gm-1…Gsf멜 +T감Gm-1… GIÍo 

=Pf암 - Qf뀔 + Rfo (2.!59) 

그러나 반무한체에셔의 방사조건은 w+ = 0이므로 P-sv 화전파의 경 

우에는 다음식으로 되므로 

(Pll P12) fsIN - (Qll Q12) f뀔 + RllUO = 0 

식 (2.60)에서 Uo를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 rU1~~~1 = -R갚 [Pll P퍼 f멘 + R갚[Qll Q깅] f뀔 L U2(O)J 

R1-1 [PllP1상 fm+ Rl_1 -. [Qll Q12] f뀔 det(Rll) L .I. lU l~ J. S • det(R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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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n Ru의 여인자행렬 

, 1 n R 、
띠
 
-
패
 

f 

-
멘
 

-AU 

fsIN Z Zs 에서의 진원에 의한 변위-웅력 빽터 

f핀1 Z = Zs-1 에서의 진원에 의한 변위-웅력 멕티 

위 식에 의하여 지표면의 변위-웅력 멕터가 구하여지면 (2.46) 또는 

(2.57)에 의하여 지반내의 모든 점에서의 변위-용력 빽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었다. 

Zn-1 < Z < Zn < Zs-1 일경우 

f( Z) = G n(Z-Zn-1)Gn-1 ....•. G1f( ZO) 

= p(z,zo) fo (2.62) 

Zn-1 < z < Zs 일경우 

f(z) = f IN(z) + G s (z - Zs-l)[ f( Zs-l) - f IN(Zs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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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N (z) - Gs (z - Zs-l)f뀔 

+ Gs(Z - Zs-l)Gs-l .•.... Gl fo (2.63) 

마지막으로 Zs < Z , Zn-l < Z < Zn 일 경우 식 (2.64)로 된다. 

f(z) = Gn(Z - Zn-l)Gn-l ...... Gs+l fsIN 

- Gn(z - Zn-l)Gn-l ...... Gs f뀔 

+ G n (z - Zn-l)Gn-l ••.••. Gl fo (2.64) 

라. P-sv 파의 propagator maσix 

식 (2.26), (2.27)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P-sv 파성분과 SH 파성분은 비 

연계되어 독립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P-sv 파의 

propagator matrix에 대하여 자세히 기 술 한다. 

식 (2.22)와 (2.27)에서 P-sv 파성분의 변위-웅력 빽터는 다음과 같다. 

df 
dz - .cu 

여기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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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Z) ) 

U~l f = ω (z) (2.66) 
o zr(Z) 
ozAz) 

0 k 
1 

0 u 
k 

0 0 1 
Ar = k λ+2~ λ+2~ (2.67) 

k2~- ω2p 0 0 
k).. 
λ+2~ 

0 -ω ‘ ιp -k 0 

l서 t = 4~ [證 ) 

계수행렬 A의 고유치는 土V， 土Y이며 그 값은 다음식과 같다. 

v = Re(v) > 0 (2.68) 

iJ ω2/0. 2 - k 2 , k < ω1/0. 

{ J k 2-w2jßa2 
， k> 피'/ß 

1 iJ ω2얘2_k2 Re(y) > 0 (2.69) 

， k< ω/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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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째 충에서의 eJz는 대각행렬이다. 

En = 

e J)Z 0 
o e 1Z 

o 0 
o 0 

o 0 
o 0 

e -\lz 0 
o e-1Z 

(2.70) 

여기서 e vz, e YZ 는 상향파성분， e -vz, e -YZ는 하향파성분을 의미한다. 

행렬 A의 고유빽터 행렬 Tn파 그 것의 역행렬 T감 은 다음과 같다. 

T n = 
k "f k 
-v -k v 
3J1없， J11 -2 J1kv 

-J11 -2싸"f - J11 

T~l 

2빠W 
- J1 vl 
2따'YV 

-J1vl 

여 기서 1 = 2k2 
- 캠증 01 다 

J1'Yl 
-2J,lkv"f 

- J1"fl 
2J1k"tV 

·
셔
 깎
 -예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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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z = zo에서는 표면력이 없으므로 변위-웅력 벡터는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 

、
-
-
-
니
시

-
-
-
j
 

nu 

nu 

ι
 ι
 o 
0 

’i 

”ι
 

r 
r 

rll

’
l’’
ll’’
----lllL 

--、
‘l
I
’

nu ?
ι
 

H -nu 
rI 

(2.73) 

식 (2.61)에서 지층내부에 있는 진동원에 의한 fo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진 

다. 

( rl(0)) = -R과 [Pu P1Z] f판 + R갚[Qu Q퍼 f뀔 
n(O) 

IN. Ru = ..l_ .. :;";' \ [PuP깅:1 f s.I.N+ ..l_ ... ~;";'" \ [QuQ퍼 f뀔'1 (2 .. 74) det(Ru) L 1. U 1. li:J I. S . det(Ru) 

식 (2.74)의 계산은 행렬기법올 사용하여 쉽게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수청없는 직접적인 계산시에는 유효숫자 자리수가 줄어드는 문제 

가 발생한다. propagator ma떠X 해석시 만나는 이런 수치상 어려움은 부 

행렬식 (subdeterminant)을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즉 수치적 취소가 

얼어나는 항은 부행렬식틀을 사용하여 미리 해석척으로 취소가 얼어나게 

하는 것이다. 

주어진 정방행렬 P=[ Pij] 의 부행렬식 pl lt1, 은 다음과 같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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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PI 월 = Pik Pjl - Pil Pjk (2.75) 

위의 부행렬식는 다음파 같은 특성이 있음이 바로 증명된다. 

PI 값 = -PI갔 = -PI 않 = PI 값 (2.76) 

만약 행별 P가 행렬 Al, A2, ...... An의 곱으로 표현된다면 

P = AIA2 ..... 'AN 

P의 부행렬식는 Al, Âl., •••••• An의 부행렬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었다. 

pl 굉= a11 북n a21 짧- - - - --an-1| 휩 anl 값 (2.77) 

여기서 mn, CP, ••••• ',UV 에셔는 m < n, c < P, ...... , u < V 이어야 

한다. 이 특성은 P = Al Âl. A3 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쉽게 증 

명이 되며 N > 3 이상 일때의 증명온 자명하다. 

pl 실= (a월 agb a앓) (aIr a~ a~) - (a융 agb aal) (ak a& a앓) 

= (aL agb) (ak a깊 ) (agk a$ - agl a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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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 agb) (ak a& ) a3| RF 

( l l ) ( 2 2 ) 3| bs = ~aia arr) ~aab ars ) a I kl 

- ( 1 L) { ( 2 2 ) 3 | bs 2 2 3 | b5 - aia al aab ars a kI + aas am a kI } 

= (ak a값) {(a~b a감 ) a 31 없 - ags a% a3l 셨 } 

( 1 1 ) 2 | a r 3 | bs = ~aia ajr) a I bs a I kl ( b > s ) 

l | ij 2, ar 3| bs 
a I ú a bs a I kl ( a < r ) 

식 (2.43)에서 정의된 Gn = TnEnT딘 의 부행렬식들은 

e2hh·의 항돌온 포함하지 않음은 쉽게 증명이된다[40]. 

부행렬식을 이용하여 식 (2.74)를 다시 정리한다. 

R~ T，감… . , ••••• • Gm-1 Gs+1 Gs ..... . G1 

P=T김 .. . . . . .. Gm-l 

Q=T김 ........... Gm-1 Gs 

행렬 S와 V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 = GsGs-l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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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Gs-1Gs-2 ••••••• ~ (2.80) 

따라서 R = PS or R = QV 로 표현된다. 

식 (2.79)에 의하여 Ru의 부행렬식은 식 (2.81)로 된다. 

det(R!l) = r l1 r22 - r21r22 = rl 꿇 

= 한|짧 gm-1 1 짧 ...... gll 댔 (2.81) 

여 기 서 a > b, ab = 12,13,14,23,24,34 이 다. 

Rll의 역행렬， R앉은 

R-l - R11 
11 - det( R ll) 

(2.82) 

여기서 Rn은 Rn의 여인자 행렬이다. 

Rn = [_뚫 -탤 ] (2.83) 

식 (2.82)을 (2.74)에 이용하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Rl1 Pl1 = [_證 -댐 ] [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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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r22Pll - T12P21 

l -rzl Pll + rllP21 

r22P12 - r12P22 I 

-rzl P12 + rllP22 J 

식 (2.80)에서 rij = Pik S때 이므로， 식 (2.84)는 다시 쓸 수 있다. 

Rll Pll = [ _~I. 잖 S k2 -pl 끊 S kl 

pl 끓 S k2 1 
-pl 짧 S!d J 

()l 것은 위식에 있는 행렬의 요소가 다음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r :?2Pll - r12P21 = ( PllP2k - P21Plk )Sk2 = P I 끊 S k2 

r :?2P12 - n2P22 = ( P12P강 - p짧.k )Sk2 = pl 끓 S k2 

I 21 _ .~ I 12 
-r21Pll + rllP21 = P I Ïi S kl = - PI î ii. s kl 

I 21 _ ~ I 12 
-r21P12 + rnP22 = P I 2i S kl = - PI î ii. s kl 

같은 절차에 의하여 나머지도 정리가 된다. 

Rll P12 
_ r P I j~ S k2 

L -P I 끓 S kl 

pl 앓 S k2 1 
-P I 짧 S k2 J 

식 (2.85)와 (2.86)올 결합하여 식 (2.87)올 얻을 수 있다. 

션
 μ 

(2.84) 

(2.85) 

(2.86) 



[RllPll Rll P12 ] 

[-:1 끊 S Jt2 P 1 싫 S k2 P 1 끓 S k2 

-p 1 f~ S k1 -p 1 짧 S k1 -p 1 짧 k1 

동일하게 다음식도 얻을 수 었다. 

(RllQll Rll Q12 ] 

pl 짧 S k2 1 

-p Il~ S kd 

I q l 끊Vk2 ql 끓Vk2 ql 끓Vk2 ql 끓V k2 1 

-q 1 끊V k1 -q I 끓V k1 -q 1 꿇V k1 -q I 싫vkd 

식 (2.87)과 (2.88)을 (2.74)에 대입하여 다음 식올 얻게되며 

(:2%) = -캄훈[ p| f g sg - - - - - - pl & g S앓 1 ç IN 

-pll ~ S k1 •••••• -pl 값 sh j AS 

+ -4-I q|fgvia ------ qI&gV엉 1 ç 민 
rI 끓 l -ql f ~ Vk1 •••••• -ql 싫 vkl j i 4 

(2.87) 

(2.88) 

(2.89) 

지충내 임의의 깊이에서의 변위-웅력 빽터는 식 (2.62) - (2.64)에서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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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마. SH 파의 propagator matrix 

식 (2.26)와 (2.28)에서 SH 파 성분의 변위-웅력 빽터는 다음과 같다. 

df 
강E- = Af (2.90) 

여기서 

‘‘‘
Ill·

,l 

’i 
?‘ 

’---,---Ill·-

‘‘ 
= Ii 

A ~ [:(k2 - 짧。l (2.91) 

(2.91)의 계수행렬 A의 고유치는 土Y 이다. 따라서 eJz는 

1 
l 

히
 」

o 
f e 

, ‘ ’ ‘ e 
o 

r ---I 
l 
l ‘ 

--, ‘ v J e -、

깅
 

윈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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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Yz 는 상향파성분 e-Yz는 하향파성분올 의미한다. 

행렬 A의 고유치행렬 T와 역행렬 T-1은 다음과 같다. 

1
，
-
-
-
’
-
-
-
-
’

l
l

」
γ
‘
 

1i 

”
μ
 

1i 

v‘ ”
μ
 

rl--

’
l!lL 

--T 

----ll·-j 1l4 

1l4 

-,,’’’
l, •. ,.,
l’lJ 

1lA 

1i 

-

충행렬 G = T E T-1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 

’ 
l , • , 
l 
l 
L 

G cosh (-y h) ?~ sinh (y h) 1 
~y ----,. -., I 

~ Y sinh (y h) cosh (y h) J 

(2.91)의 기본행렬 Iþ = T E(z) 는 식 (2.9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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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2.94) 

(2.95) 



Iþ = 1 l I en o l 
-J.l"'f J L 0 e -rz 

(2.96) 

SH 파전파의 경우애는 P-sv에서와 같은 수치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 

니하므로 ‘다’항에서의 해석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표면 z = Zo 에서는 표면력이 없으므로 변위-웅력펙터는 식 (2，97)리 

된다. 

fo = f( zo) = ( lI ~zo)) (2.97) 

식 (2.61)에서 지충에 진동원이 있을 경우 fo는 다음과 같다. 

l1 = ( ÷4-){ [P11 Pu] fF - [qu q12] f뀔 } 
111 

(2.98) 

? 
I 

’ 3 --



!þ = l l I e1z o l 
- ~1'Y J l 0 e -lZ 

(2.96) 

SH 파전파의 경우에는 P-sv에서와 같은 수치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 

니하므로 ‘다’항에서의 해석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았다. 

지표면 Z = ZO 애셔는 표면력이 없으므로 변위-웅력빽터는 식 (2，97)리 

된다. 

fo = f(zo) = ( iI ~zo)) (2.97) 

식 (2.61)에셔 지층에 진동원이 있을 경우 fo는 다음과 같다. 

lr = ( 앞)( [Pll P12] f s
JN 

- [qll qd f뀔 } (2.98) 

4. 부지웅답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법 

무한으로 펼쳐진 션형탄성 또는 점탄성 매질에서 정상상태 파전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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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수치해석법으로 유한요소법이 사용될 수 있다. 평면 또는 축 

대칭 기하형태가 반무한 충상영역과 연결된 유한한 불규칙 영역을 구성하 

는 것으로 고려된다. 

불규칙한 영역은 적합한 유한요소로 이산화되고， 반무한 충상영역은 앓 

은 몇개의 충으로 분할하고 각충에서는 충의 직각방향으로 변위가 선형이 

라는 가정하에 이산화된다. 충에 평행한 방향으로는 변위가 대수적 흑성 

치 문제의 해로 정해진 몇개(유환개)의 평면 또는 소멸모드로 전개된다. 

동적강도행렬은 불규칙영역과 충상영역사이의 경계에서 일련의 절점변위 

와 철접하중을 연관시키고 그런다음 반무한영역의 동적 응답을 나타내도 

록 구성된다. 복합영역에서 동적강도는 직접강도법에 의해 계산된다. 운동 

방정식은 조화운동 해석에서 복소수변수의 사용올 가능케 해주는 가상일 

의 원리로부터 유도된다-

가. 조화운동의 복소수 방법 

조화운동의 힘， 변위， 변형도， 옹력을 복소수률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만약 f(t) 가 시간에 대해 하모념하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f( t) = focos (ωt+lþ) (2.99) 

또는 

f (t) =!1cosωt-fzsinωt (2.1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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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 = Re (f C exp iω t) (2.101) 

여기서 ω는 각 주파수이며 fC는 다음과 같은 복소수이다. 

fC = !I -(- ih , i = ..j간 (2.102) 

(1) 이산계에서의 운롱방정식 

질량 M , 스프링 상수 K , 그리고 감쇠값 C인 단순감쇠 진동자의 운 

동방정 식 은 식 (2.105)와 같다. 

Ku(t) + Cü(t) + Mú(t) = P(t) (2.103) 

여기서 U , U ， u는 각각 질량 M 의 연위， 속도， 가속도이며 ， P(t)는 외 

부하중이다. 주파수 ω에서 조화운등인 경우에는 식 (2.103)이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 

(KC 
- 피2M) UC = p C (2.104) 

여기서 

K C = K 1 + iK 2 = K + ÎIωC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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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l + lU2 (2.106) 

pC = Pl + iP2 (2.107) 

식 (2.104)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방정식과 둥가언 시간독립적이고 복소수， 

선형방정식이다. 

Kl Ul - K2 U2 - 끼 2 MUl = Pl (2.108) 

K2 U2 - K2 Ul - ω2 MU2 = P2 (2.109) 

첫번째 식은 smωt = 0 일 때 명형방정식이며， 두번째는 3 cosωt = 0 

일 때이다. 만약 두식이 만족된다면 평향은 언제나 성립한다.n자유도계 

에 대한 조화운동 방정식은 식 (2.104)의 일반화로 얻어진다. 

([KC
] - ω2 [M]) {U') = {P~ (2.110) 

여기서 질량행렬 [.l\.f] 괴· 복소강도행렬 [KC
] = [K!3 + i[K2] 는 

n x n 의 크기이다. [k!3은 강도계수를 [K2]는 ω가 곱해진 감쇠계수 

를 포함하고 있다. 빽터 {U')와 {p')는 복소변위 및 힘 U당 와 

pCj , j = 1, n 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복소강도 행렬 [KC]는 실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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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신 복소수 계수가 사용된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실수 강도행렬과 같 

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2) 연속계에 대한 운동방정식 

변형도-변위 관계와 용력-변형도 관계룰 모두 알고 있는 미소 요소에 

대한 평형조건으로부터 변위에 대한 향으로 운동창(field)밖정식이 유도된 

다. 

만약 운동이 조화운동이라면 field equation은 위에셔 성명되어진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독립된 방정식으로 줄여질 수 있다. 그림 2.6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직각 C하양S싫n 화표계 X.Y.Z률 사용하고， 명면변 

형조건， 즉.Y방향에 대한 모든 미분값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셔， 외부물 

체력이 없는 균질한 경우에 대한 field 윌uation은 다읍 세재의 식으로 나 

타내진다. 

o 2 Ux c Ò 2 U/· ‘ 
G(~ 깃 +--..:: ‘ ? ) 

dX dZ (2.111a) 
2 UX C Ò UzC ?,. 

(λ +G)( ~ '" -; + ‘ )+pω‘ Uxc=o 
ÒXι ÒXÒZ 

o 2 Uzc Ò 2 Uzc 、
G(--":: ‘ ? + v ‘ ? ) 

dX dZ (2.111b) 

(λ +G)(~ 2 UxC + 4갤:)+pω2 Uzc=O 
ÒXÒZ' Ò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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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2 _. c '" 2 .. c 

G( η ? + u ‘ 영 )+pω2 Uyc=O 
ox oz 

(2.111c) 

Uxc , uyc 그리고 Uzc는 각각 x , y , z 방향으로의 복소변위이고 P는 

밀도， λ , G 는 야외조사 또는 실험실 시험에서 얻어진 복소계수이다. 식 

(2.111>는 동방성이며 션협점탄성의 성질올 가진 매질의 소변형문제에셔 

유효하다. 식 (2.111a)와 (2.111b)는 연계되어서 x-z명면에서의 운동올 

지 배 하고 식 (2.111c)는 y방향으로의 운동을 지 배 한다. 

측대칭 조건이 성립하면 각 방향 8애 대한 도합수가 모두 0이 되는데 

이 때의 위에 상용하는 방청식은 다음과 같다. 

‘ 2. c 껴 2 • • c 
G(~ ‘? + v “ z 

a z~ a Za r 

a 2 Urc 1 a U/ U/ ò U c 
(λ + G)( v ~ ""; +....:L v"' ~ u; + ~ __ ':..z _) (2.112a) ò r 2 ,.. r a r r2 '- a x a z 

+pω2 Urc=0 

2 Uz
C Ò 2

Urc 1 Uz
c 1 U/ 

G( -"';"-"';;';'1.i=-. -+ '" _ ~'_ - _.L_ "1 r- ~ '" 
arι òzòr r ò r ò 

a 2 Urc 1 a U/ ò Uz
c 

(λ+G)( +-------+--rτ-
òròz 

. 
r ÒZ ÒZι (2.112b) 

+pω2 Ur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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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e C 1 à u/ ue c à 2 uec 、
G( ‘ ? +----------T-+ ) 

àrι r à r r 4 à 2 
(2.112c) 

+pω2 uec=O 

여기서 Urc, URc, uzc 는 그림 2.7에 나타나 있듯이 원통좌표계에셔 

r , 8, 2방향으로의 복소변위이다. 식 (2. 112a)와 (2.112b)는 연계되어서 

，-2평면에서의 운동올 지배하고 8방향으로의 운동은 식 (2.1l2c)에 의 

하여 지배된다. 

(3) 가상 일의 원리 

점탄성인 매질이 유한요소법에 의하여 이산화될 때 stationary 

πinciple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것을 위하여 잘 알려진 가 

상얼의 원리가 조화운동에의 옹용을 위하여 상세히 셜명될 것이다. 동력 

학적인 경우에 대한 가상일의 원리는 다음의 형식으로 기술되어질 수 었 

다. 

i S{t}까 u}dV - .[s<u}T({F}-P{ú})dV- 한{u}까ηdS = 0 (2.113) 

여기서 웅력펙터 {O}, 체적력빽터 {F} , 표면력벡터 {T} , 그리고 가속도 

벡터 { u}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벡터 S{u}와 S{E}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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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변위와 가상 변형도를 포함하고 있다 적분 i dV는 물체의 전체 

체적에 대하여 행해지고 적분 i dS는 변위가 규정되어있지 않는 물체 

의 표면에 대하여 행해진다. 가상변위는 미소량이며 세번 미분가능한 함 

수공간의 함수로써 변위가 규청되어 있는 물체의 표면 위에서는 0 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가상변형도는 미소량이고， 두번 미분가능한 함수공간의 

함수이다. 

식 (2.113)은 만약에 가상 변위와 가상 변형도에 대한 실제의 힘과 실제 

의 변형도에 의하여 행해진 가상일의 합이 0 이 되면 명형이 지배적이라 

는 것올 말한다. 혹은， 가상일의 rate가 고려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다읍 

과 같은 정상 형식의 운동방정식으로 귀착된다. 

18{ Ê}꺼 o}dV - 18{ 니}T({뀐-p{ ú})dV - i 8{ 니}까πdS = 0 (2.114) 

여기서 빽터 5{ ù}와 5{ E}는 각각 변위와 변형도의 가장속도률 포함환 

다. 

만약 운동이 각주파수 ω를 가진 조화운동이라면 가상변위와 가상변형 

도를 포함하고 있는 식 (2.113)과 (2.114)의 각각의 변수들은 식 (2.10이에 

서의 j(t)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의하여 기술되어질 수 있다. 식 (2.113)과 

(2.114)에서의 시간미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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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 = -ω2( {Ul}COSωt - {U2} sin c.lt) (2.115) 

3{ U} = -ω(3 {Ul} sin (ìlt + 3{ U2}COSωt) (2.116) 

3{ E} =ω(3{Ul}Sin (ìlt + 3{u2}cosωt) (2.117) 

식 (2.113)과 (2.114)를 한 주기에 대하여 시간척분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 

L[5{El}까Ol} + [5{E2}T{02} - {Ul}T ({Fl}+Pω2{Ul} ) 

- 3{u2}T ({F2}+Pω2{U2}) ] dV 

- L(3{Ul}까 Tl} + 3{u2}T{T2}) dS = 0 

L [5 {E l}까 02} + [3{E2}T{에 - {Ul}T ({F2} +pω2{U2}) 

- 6{U2}T ({Fl}+Pω2{Ul}) ] dV 

- L (3{Ul}까 T2} + 3{uûT{Tl}) dS = 0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합수의 성질 때문이다. 

La/QS피 2ωtdt= 50 2씨 cos 2ωt dt = ψ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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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aS피 ωt cos ωt dt= π/ω (2.121) 

이제 식 (2.119)이 i=M 과 곱해져셔 식 (2.118)에 더해진다. 만약 식 

(2.101)과 (2.102)에 따라 복소변수틀이 도업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상 형태의 조화운동방정적으로 귀착뭔다. 

l[다li{압얘{“따E터E}*때* 
(2.122) 

-L될li{ U띠파}*{YC} dS = 0 

여기서 윗첨자 c 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소변수롤 나타내고 • 는 전치된 

공액복소수를 나타낸다.{예롤 툴면 {U~= {Ul} +i{ U2} 이고 

{U}*= li{Ul}T -i li{uÚ T 
). 그러나 앞으로 윗첨자 c 는 편의상 생략하 

고 조화운동의 값은 복소변수로 표현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나. 유한요소법 

유한요소법은 복잡환 경계치 푼제의 근사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적 방법 

이다. 1950년대이후 이 방법은 확장되어 발전했으며 현재 구조역학과 연 

속체 역학에서 널리 쓰인다. 또한 다른 여러 물리학적 문제에서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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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어 왔다. 유한요소법은 명면과 축대칭 문제의 정적， 동적 문제 

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점탄성의 연속체의 동척 해석 

이나 의사정적해석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유한요소법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첨탄성 매질에서의 조화운동의 

해석에 대한 유한요소법의 특별 적용에 포함되는 주요한 단계를만 아래에 

제시한다. 

(1) 이산화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규칙한 구역 I 는 유한요소라 불리우 

는 작은 부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유한요소돌은 평면의 청우 삼각형이고， 

축대칭인 경우 파19 이고 임의의 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었다. 그돌은 절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노드들은 각 요소들의 경계에 었다. 

Strain 은 평면이거나 축대칭이므로 변위는 요소의 단면애 따라서만 변한 

다. 부재의 변위영역은 유한한 자유도로 제한된다. 여기셔， 절점에서의 변 

위는 자유도로 도입된다 요소의 각 자유도는 요소 안에서의 변위를 정의 

하는 형상합수와 관련이 있다. 형상합수는 요소의 경계를 따라 선형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만약 요소들이 철첨에서 서로 교차한다면， 이웃 요소간 

의 변위는 변형중에도 연속을 유지한다. 

(2) 요소행렬 

각각의 단위 노드 변위에 대한 부재의 영향계수들은 가상얼의 원리로 

부터 유도된다. 이 단계는 다음철에셔 수행된다. 영향계수들은 요소강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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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k'] 와 요소질량행렬 [M']에서 모인다. 점탄성 물질의 조화운동이 

고려되므로 [k']는 변형에 대한 부재의 탄성 저항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 

라 점성도 나타내는 복소수행렬이다. [M'] 은 실수이고 부재의 관성력 

올 나타낸다. 

(3) 유한요소의 조합 

각 요소들은 노드에서의 。i웅 부재의 변위를 매치시키면서 모인다. 전 

체강도행렬 [K]와 질량행렬 [M]은 전체번호계에 따른 요소강도 행렬 

의 첨가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은 직접강도법과 같다. 

(4) 운동 방정식 

철점의 변위는 물체의 운동학적 안정생을 주도록 규정되어지고 외부 

하중은 노드에 이산된 힘으로 작용된다. 하중은 각속도 ω 로 시간에 따라 

조화이루어 변한다. 그러므로 운동 방청식은 

[A] {u} = {b} (2.123) 

여기서 

[A]= [K]-ω2[M] (2.124) 

는 (복소계수를 가진) 대칭 띠행렬이다. {u} 는 복소수 절점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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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복소수 절접하중올 가진다. 

식 (2.122) 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 3:: 3:: ] [ 찮 ] = [ 앓 ] (2.125) 

여기서 {Uf }는 구속되지 않은 절정 변위를 나타내고， {Us}는 구속되어 

규정된 변위를 나타낸다. 따라셔 ， {bf}는 규정된 절점 하중올 {b s }는 

반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식 (2.125) 는 다음과 같이 된다. 

[Aff]{Uf} = {bf}-[Afs]{Us} (2.126) 

다. 요소강도 및 요소질량 행렬 

식 (2.124)에 나타나는 [K]. [M] 행 혈을 조합하기 위 하여， 각각의 요 

소의 [K']. [M']행렬율 결청하는 것이 펼요하다. 한 요소의 평면이나， 

축대칭 단면은 전체좌표계 (r. z)와 국부좌표계 (11. ç)로 나타댄다.2 

개의 좌표계는 다음의 변환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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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Zl 

<r, z> = {b}T I r2 Z2 
r3 Z3 

r4 Z4 

(2.127) 

여기서 rm. Zm, m 1 ， 4은 요소단면의 철점이다. {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Ç)(1 -11)\ 

{b} = -관 I ~~ -~~~~ +끼~ I 
4 I (1 +ç)(1 +11 )1 

(1 +Ç)(1 -11)} 

변환의 Jacobian 행 렬은 다음과 같다. 

[Jl= [혈혈 l 

[D] 

I n Zl I 

= [D] I rz Z2 I 
I n Z3 I 

I n Z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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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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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r r z8 = 

연계법 {chain ru1e}올 사용한 미분으로부터 다움을 얻을 수 있다. 

(뿔1 = [π {B} 

여기서 행렬 [T]는 2x4의 행렬이다. 

[T] = [j] -1 [D] 

그리고 [J] 와 [D]는 식 (2.129)와 식 (2.13이에서 정의되었다. 

절점변위로 표시되는 변형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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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E} = ( J :3 ) = [S] { 8} (2.135) 

여기서 [S] 는 아래의 2 x 4 행렬 이다. 

[S] = [ t11-번r t12 - bzlr t13 - b3ir 
t?2 t '23 

- bt/r 1 t 「 | (2136) 
24 J 

여기서 원소 t ij. i = 1,2, j = 1 ，4는 [T]의 원소들이고 bj , j = 1,4 

는 식 (2.128)에서 정의된 {b}의 원소들이다. 

둥방성 재료의 웅력-변형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 

{0} = (L@) = G{E} (2.137) 

여기셔 G는 점탄성재료의 조화운동이 고려될 때의 복합전단계수 

(cαnp1ex shear modu1us)를 나타낸다. 

그렴 2.9a 에서 나타낸， 빽터 {Q}의 원소가 될 철점하충 Qj , j = 1,4 

는 요소에 작용하는 외력들 뿐이다. 이들은 시간에따라 조화적으로 변화 

한다. [S]와 {b} 가 실수이므로，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 식 (2.122)로부 

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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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 õ{라*[S]{d} dV 
(2.138) 

- pω2 1 Õ{에*[b] [b] T{에 dV = õ{d} *{ Q} 

여기셔 벡터 {d}는 절점의 가상변위를 포함하고 *는 conjugate 

tram;pose를 의 미 한다. 

멕터 {d}의 원소인 4개의 가상변위중 하나를 l로 하고 나머지 셰깨를 0 

으로 하면 다-음의 행렬 방정식올 얻는다. 

([K'] - ω2[M']) {d} = {Q} (2.139) 

여기셔 [M']는 아래 식으로 구쾌지는 4x4 의 요소강도행렬이고 

[K'] = G J)S]T[S] dV (2.140) 

[M']은 다음의 4x4 의 cor.sis압lt 요소강도행렬이다. 

[M'] = p J~{b} {b}T dV (2.141) 

체적척분은 축대칭요소에 대해 마T = r d8dA이므로 면적분으로 변환 

시킬 수 있다. Ç-l1좌표계에서 dA = ] dç drt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단위 radian 요소에 대한 강도와 질량행렬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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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f: E G 맙[S] 샤 dç 벼 (2.142) 

[M'] = 되 i: p {b} {b} T r ] dç 며 (2.143) 

이 척분은 Gaussian 적분법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된다. 

(1) 평연 Love파에 대한 요소 행렬 

측대청 요소에 대해서 dV = r d8dA 이므로 체적적분은 면적적분으 

로 변환될 수 있다. Ç-11좌표계에서 dA = ] dç dI1 이다. 그러므로 요 

소의 하나의 radian 분할(s앵m원lt)에 대해서 강도와 질량 행렬은 다음과 

같다. 

[K/] = f: E G 펌[T] r ] dç 때 (2.144) 

[M'] = 되 L: P {b} {b}작 ] dç 빼 (2.145) 

(2) 축대칭 Rayl밍gh 파에 대한 요소행렬 

Ray1eigh 파의 경우는 그립 5.4b에 보인것 처럼 한개의 철첩에 대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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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위와 두개의 힘을 포함한다. 

요소내부에서 r파 z 변위는 식 (2.131)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앓 ) = [N] {라 (2.146) 

여기서 {d}는 절점변위 dj , j = 1, 8을 포함하고 [N]은 2 x 8 행렬 

이다. 

[N] _ r bl 0 b2 0 b3 0 b4 0 1 
l 0 b 1 0 b2 0 b3 0 b4 J 

bj , j = 1 ，4는 식 (2.128)에서 정의된 {b}의 원소들이다. 

변형도-변위관계는 다음식으로 주어지고 

Er Ez = 

àdr 
Ee = 깅r 'Y rz = 

àdr 
à등+ 

àdz 
àr 

연쇄법칙에 따라 미분하면 다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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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 , 
{ E.} = I ~ z I = [S] { d} 

t. 0 I 

'Y rz I 

이제 위식의 [S]는 다음의 4x8 행혈이 된다. 

t11 0 t12 0 h3 0 tI4 

[C] = o t21 0 t22 0 tza 0 
~ f\ J!:L 0 파효- 0 파4 

r r r r 
t11 t12 t13 t14 t21 t22 tza 

(2.149) 

0 
t장 | (2.150) 

0 

t24 

여기서 t ij, i = 1,2, j = 1 ，4는 식 (2.134)에서 정의된 [T]의 원소이고， 

bj, j = 1 ，4는 식 (2.128) 에서 정의된 {b} 익 성분뜰이다. 

둥방성 재료에 대한 용력 변형도관계는 다옴과 같다. 

( 0 r \ 

{o}= I Oz I = [디 { E.} 
100 I 

\ 1: rz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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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λ λ o 1 
λ+2G λ o I 
k λ +2G 0 I 
o 0 G j 

(2.152) 

만약 점단생재료에서의 조화운동이 고려된다면t Lame 상수 λ와 G는 복 

소수 또한 강도와 질량 행렬의 유도는 Love파의 경우와 비슷하며 요소
의 

하나의 radian 분할(se믿nent)에 대해 8x8크기의 행렬이 얻어진다. 

[K? = EE 맙[디 [5] rJ dç 빼 (2.153) 

[M1 = i:.C p[N]T[N] r J dç 빼 (2.154) 

여기셔 [5]는 식 (2.150)에서 유도된 행렬이다. 

적분은 마찬가지로 Gaussian 적분법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3) 평 면 Rayleigh파에 대 한 요소 행 렬 

평면변형 요소에 대한 강도와 질량 행렬은 단위 원호에 대하는 미소
 반 

지름의 요소분할올 고려하여 축대청에 대한 요소로부터 유도되어진다
. 이 

렇게 하여 다음파 같은 행렬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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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f: 되 G 맙[S] r ] dç 벼 (2.142) 

[M'] = 되 되 p {b} {b}T r .J dç 빼 (2.143) 

이 적분은 Gaussian 적분법올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계산된다. 

(1) 평면 Love파에 대한 요스 행렬 

촉대칭 요소에 대해서 dV = r d8dA 이므로 체적적분은 면적척분으 

로 변환될 수 있다. Ç-11확표계에셔 dA = ] dç dTl 이다. 그러므로 요 

소의 하나의 ral바없1 분할(s맹ment)에 대해서 강도와 질량 행렬은 다읍과 

같다. 

[K] = f: EG [η T[π rJ dç 빼 (2.144) 

[M''] = L: L: p {b} {b}T r ] dç dTl (2.145) 

(2) 축대칭 Rayleigh 파에 대한 요소행렬 

Rayleigh 파의 경우는 그림 2.9b에 보인것 처렴 한개의 철점에 대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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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되되 [회T[히 [강 J 랴 떠 (2.155) 

[M'] = 낌되 p[N]T[N] ] 랴 빼 (2.156) 

여기셔 [응]는 행렬 [5]의 세번째까지의 행올 소저하여 얻는 3x8 크 

기의 행렬이며 [~]는 행렬 [C]에서 셰번째까지의 행과 열율 소거하여 

얻는 3x3 크기의 행렬이다. 

5. 집괴암 분지지반의 동적거동해석방법 

가.개요 

분지와 기반암의 물성치가 클 경우에는 정적부동칭하가 과다하게 

발생활 수 있을 뽑아니라 지진 발파동으로 인한 탄성파가 인엽할 경 

우에는 분지와 기반암의 동척거동차이 때문에 부둥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반구조가 간단환 기하학척 형태인 경우에는 수학척인 모웰령 

을 통하여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불규칙한 분지지반의 경우에는 

근사적인 수치해석방법에 의존하여야 한다. 본항에셔는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분지지반의 동적해석을 위한 정식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 

기로 한다. 

동적경계요소법은 그 기본변수의 고유영역에 따라서 시간영역 정식 

화(Time Domain Formulation)와 주파수 영 역 정 식 화(Frequenc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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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Formulation}로 구분된다 (Beskos 1987). 여기서는 집괴암 분 

지지반의 동척거통해석에는 주파수영역 정식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 

냐. 주파수영역 동척경계요소법 

매체가 션형탄생체이면 Fourier an려ysis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영역에서 시간에 대한 조화운동의 응답이 구하여지면 F‘'oUl'Ïer역 

변환에 의하여 시간영역에서의 웅답이 얻어진다. 이와 같은 주파수
영 

역을 이용한 션형해석방법은 지구물리학 지진학 전자기창 및 
음향학 

동 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동척해석
 및 구 

조물-지반 상호작용해석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균질， 동방성 션형탄성체의 운동을 지배하는 편마분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l.l Uijj+ ( λ+ l.l) U jji + fj = P Úi ZJ = 1,2,3 (2.157) 

여기서 P는 밀도， Â.와 l.l는 Lamè상수를， Ui(X， t)는 펀위빽터성분올， 

fi(X， t)는 물체력 빽터성분올， X는 위치 빽터이다. 

Uij = 
a2

Ui 
U ijj = '" __ 2 

V AJ 

a 2Ui 

Ui=강휴 

를 나타내고 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Einstein의 
총화 

규약을 적용한다. 운동이 time-harmonic한 경우에는 그 시간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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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속도 ω를 갖는 exp (ilωt)함수로 표현된다. 이 때의 지배운동방정식 

은 식 (2.158)가 된 다. 

J,l U i피 + (À+ J,l) Ujji + P띠 2Ui + !i = 0 ij = 1,2,3 (2.158) 

여기서 Ui = Ui(X) , !i = !i(X) 이다. 

식 (2.158)에서 물체력 빽터성분 fi가 다음 식 (2.159)으로 주어질 경우 

!i (X) = S ik S(X-ç) (2.159) 

식 (2.158)의 해 Um(X)를 편미분방청식 (2.158)의 기본해 또는 무한공간 

에셔의 Green ’s function이라고 부르고， G km(Ç;X)으로 표기한다. 위 

에서 S ik는 Kroneker d려ta이고 S(x-ç)는 de1ta함수이며， ç는 delta 

함수의 물체력이 작용하는 위치빽터， x는 그 웅답올 구하는 위치률 나 

타내는 빽터이다. 

그림 2.10에셔와 같이 영역 V 와 경계 S 률 가진 동일매체의 동탄 

성척 상태를 표현하는 적분방정식이 Green-Lagrange identity나 가중 

잔류방법에 의하여 식 (6.2)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어질수 있으며 

(Banerjee 1981, Brebbia 1978, Eriben 1968), 

c( Ç)Uk(Ç)= LTkm(Ç ;X, n)Um(X) dS+ L G km (é;;x)tm(x,n) dS 

-162-



+ 1 G km(Ç;X)j싸 (2.160) 

1 

띠
 
O 

I 
l ----‘ 
I 
l ---‘ 

--R 
U 

t d 
서
 

기
 

여
 

ç E V 
ç E S (smooth한경계) 
ç E V c 

이고 n은 경계에서의 외향법선뼈터 ， tm(X, n)은 표연력 뼈터성분， 그 

리고 Tkm(Ç;X. n)은 위치 f에서 k방향으로 가하여지는 delta force 

Õ ik Õ(X-ç)에 의한 경계에서의 위치 x에서의 m방향 표면력 vector 

성분을 의미한다. 

식 (2.160)의 적분방정식의 해롤 주어진 경계조건과 물체력 분포 하 

에서 체계적인 수치해석 방법에 의하여 구하는 방법이 곧 경계요소법 

이라고 청의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영역 내에 분포된 물체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먼저 delta f01"ce가 가하여 지는 위치 C률 영역 안으로부터 경계쪽으 

로 극한적으로 근접시키면 매끄러운 경계에서의 얼첨 C에서의 변위는· 

식 t2.161>로 표현된다. 

출 Uk( ç) = - L T km( ç;X, n)Um(X) dS + L G km( ç;X)tm(x,n) dS (2.161> 

식 (6.161>에 의하여 경계에 있는 일점에서의 변뛰는 경계에서의 변위 

-163-



및 표면력의 적분형태로 표현된다. 

일반직으로 식 (6.161)의 엄멸해를 구할 수 있을 경우가 극히 드물 

므로 수치해석에 의하여 그 근사해를 구하게 된다. 

경계 S를 N개의 부분경계(요소라고 부름)의 합으로 나타내고， 유한 

요소법에서 비롯된 형상함수와 철점개념올 도입해서 각 부분경계의 

기하학적인 형상과 부분경계에서의 변위 및 표면력을 절점에서의 좌 

표와 변위 및 표면력의 항수로 각각 표현하면 식 (2.161)의 이산화된 

일차 연립방정식을 얻게 된다. 

경계의 일부에서늠 변위가 구속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표면력이 

정의되는 경계조건을 부과하여 일차연립 방정식을 풀변 경계에 위치 

한 모든 절점에서의 변위와 표면력이 구하여진다. 이 값들을 식 

(2.161)의 이산화된 표현식에 대업하면 영역내부의 엄의의 점에서의 

변위가 얻어진다. 

다. 분지지반 동적거통 해석을 위한 정식화 

반무한체 또는 충-상 반무한체에서의 탄성파의 산란현상을 경계요소 

법에 의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반무한체의 자유표면 경계조건을 만 

족시키는 Green 합수를 사용하면 가장 정확한 해가 구하여 질 뿐 아 

니라 유한한 산란체의 경계만 적분 방정식에 포함되므로 요소 및 철 

점의 수가 대폭 줄어들어 일차연립방정식에서의 미지수가 적온 장점 

이 었다. 그러나 참고문현(Kim 199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수 

한 Green함수의 계산에는 많은 계산시칸이 소요되므로 대형 전산기의 

사용올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현상을 이용 

하면 계산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해석방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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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체(여기서는 집괴암분지)에 의한 산란파의 에너지가 한정되고 

재료감쇄와 방사감쇄로 인하여 산란파의 영향이 산란체의 인접지역에 

국한된다. 따라서 산란체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서의 지반운동 

은 산란체가 없올 경우의 반무한체에서의 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가정을 적분방정식에 도입하면 비록 미지수의 수는 반공칸 

Green 함수를 사용할 때보다 증가하나， 계산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 

는 정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무한경계에의 Somm앉feld 방사조건에 의하여 그림 2.11의 영역(1)에 

서 변위 는 식 (2.162)으로 표현된다(Eringen 1975). 

c( ç) Uk( ç) = - JSO+s1파kmI (ç;x, n)Um(X) dS 

+ ￡z GkmI( ￡;x)tm씨)dS + UOk(Ç) (2.162) 

여기서 UOk(Ç)는 발파원 둥 진원에 의한 무한체에서의 변위이며 

Tknι Gkr셔에 셔 상첨 자 "1"은 영 역 (1)를 뭇 한다. 

영역 UI)에셔 변위를 구하는 식은 식 (2.1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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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 GkmH(t;x)tm(x，n)￡ 

식 (2.162)에서 외곽경계 So의 영향이 무시할 만큼 작다면 척분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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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0를 제외할 수 있다. 

공통경계 52에서의 연속 및 평형조건을 적용하면 식 (2.162)와 

(2.163)이 연계된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었다. 식 (2.162)를 사용하는 

방법의 단점은 자유표면경계 51의 범위가 상당히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란파의 영향이 산란체 주변에 한정되는 사실을 이용하면 51 

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해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그림 2.12의 균 

질한 반무한체 내의 임의의 점 r에셔의 변위는 식 (2.164)에 의하여 

나닥낼 수 있다. 

é(강) 파( t) = - ￡o+Sl+S3 TkmI ( 따 n)파(x) dS+ UOk(Ç) 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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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파는 발파원에 의한 반우한체에서의 변위 UOk(Ç)는 무한체 

에셔의 변위이다. 식 (2.162)에셔 식 (2.164)룰 감하면 다옴식이 얻어지 

다. 

c(C) Uk(t) = - ￡。 TkmI(t;x， n)(um- 파)dS 

+ ￡lTkmI(t;x， n)(um- 파)dS+ 끄 T kmI (ç;X, n)파 $ 

+ ￡z GkrnI(t;x)tmk，뼈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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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S。에서 Um - Jm = 0 이라면 식 (2.165)는 다음과 같이 변한 

다. 

c(따(t)=- ￡l+SZ TkmI(따 n)￡+ Ll+Sl TkmI(t;x， n)파$ 
+ ￡: GkmI(t;x)tm(x,n)$ + G(C) Jk(t) 

(2.100) 

식 (2.166)과 (2.163)을 전과 같이 경계 52에서 경계조건에 의하여 

연계시키면 경계 SI , S2 , S3상의 절첨 변위나 표면력이 구하여진다. 

제 4 절 예제해석 

1. 층상지반에서의 깊이에 따른 지반운동특성 

본 항에서는 개발된 해석프로그햄에 의한 반무한체얘셔의 파전파 해석 

결과를 다툰다. 해적애는 평행충상아래 반무한체에 있는 dip-slip 및 주향 

이동(s떠ke-slip)정진원에 의한 웅답을 해석하여 그 륙성을 살펴보았다. 

가. 진원모웰 

단충면에셔의 전단파괴로 인하여 균질매질에서 발생하는 지진파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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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된다(Aki and Richards 1980). 

U n ( 상)= f 1m씹IlP，q 랴 (2.167) 

여기서 mpq 는 지진모땐트 밀도 않nsor， Gnl'.q 는 Gr，없l 합수의 미분，~ 

는 전단균열이 발생한 단충면을 나타내고* 는 시간에 대한 convolutivn 

올 의미한다. 

전단충면에서 단충파괴가 동시에 칼생한다고 가정하는 정진원모웰의 경우 

식 (2.167)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Un(X，ω)= MoQ(ωHG며껴+G펴，너 (2.168) 

: Dip-Slip 첨 진원， 그림 2.13 

Un(X，ω)= MoQ(ωHG며.2+G갱，나 (2.169) 

: 주향이동 정진원， 그렴 2.14 

여기셔 Mo는 지진모멘트(seismic moment), Mo = IJ죠A이며， 전단계수 μ， 

평균 slip량 고， 단충면적 A 의 적으로 정의되고， Q(ω) 는 정규화된 이동함 

수의 Fourier 변환으로서 그립 2.15에 그 형상이 주어져 있다. 식 (2.168)과 

(1.169)는 그렴 2.6에 주어진 원통형좌표계에서는 Hankel 변환(Fourier 

Bessel 적분)으로 표현가능하고 주어진 파수에 있어서 운동-응력 빽터는 

식 (2.169)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충상지반의 웅답온 propagator 

maσix 방법에 의하여 구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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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모델 

계산에 사용된 충상반무한체 모델은 그림 2.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 

무한체위에 4개의 물성이 다른 지충으로 구성되어 었다. 그립에서 

hi. tti. ßi. Pi. 그리고 QBi 은 각각 i번째충에서의 두께. p-파속도. s-파 

속도， 밀도， 그리고 감쇠특성이다. 지반·은 표 2.6에 나타난 물성치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깅성이 증가하는 충상지반으로 모탤령 

도었다. 해석에서 정진훤의 깊이 25는 6 km, 이동함수의 상숭시간 ι은 

0.25 초로 가정하였으며， 진원모웰별 단충이동방향은 그림 2.13과 2.14에 

나타나 있다. 

지진모멘트 Mo는 1025dyne cm로 주었는에 다옴식(2.170)에 의하여 

Mw= 좋(IogMo-16) (2.170) 

모멘트 지진크기 MCI =6의 규모에 해당한다. 

섬도증가에 따른 지반운동특성 을 찰기 위 해 표 2.6에 나타난 충상지 반 

모탤의 물성치에 대하여 방위각 6=0, 반경거리 r=30해1에 위치한 지충 

경계에서의 웅답을 계산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 해석결과 

Dip-slip 단충에 의한 수평가속도 시간이력을 비교한 그립 2.17에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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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명가속도의 크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3에서의 첨두값은 지표면에서의 그것에 비해 약 1/5 정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동일한 점진원에 의한 수칙가속도 시간이력(그림 2.18)에셔 

도 지반가속도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역시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지만 

그 정도는 수평성분에서보다 뚜렷하지 않음올 보인다. 이러한 륙성은 실 

제 지진관측결과(Cam미10， Bard et a1. 9188)와도 일반척으로 일치한다. 

깊이에 따른 지반운동의 주파수륙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가속 

도응답의 Fourier 스펙트럼올 계산하였다(그림 2.19. 2.20). 그림 2.19와 

2.20에서 총상지반구초의 영향으로 지표면에셔의 웅답이 지하에서의 웅답 

에 비해 거의 모든 주파수에서 중폭됨을 알 수 있고 특히 수명성분에셔 

두드러짐올 확인할 수 있다. 

섬도가 깊어짐에 따라셔 지반웅답의 감소가 감소하는 현상은 지반가속도 

웅답에셔 뿔만아니라 변위용답에셔도 얼어냐는 사실울 그림2.21과 2.22얘 

주어진 변위웅답의 시간이력에셔 알 수 있다. 

연직 주향이동 단충에 의한 동일한 위치의 관측정의 지반운동을 계산하 

였다. 그림 2.23에 주어진 지표면과 충경계 23에셔의 접선방향 지반가속 

도 시간이력은 그림 2.17의 dip-slip 단충에 의한 반정방향 수명지반가속 

도의 시잔이력과 그 륙정이 극혀 유사함옳 알 수 있다. 단 연직 주향이동 

단충에 의해서는 p-파생분의 영향이 없는 것이 그 차이첨이라 하겠다. 

2. 분지지반구조의 진통특성 해석 

본 항에서는 기반암 위에 상대척으로 연약한 매질이 묻혀있는 분지지반 

구조에서 인접지역에서의 발파로 인한 지반진동특성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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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파원 모델링 

진원은 발파선진원(explosive 파le source)이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모델링되었다. 

명면내운동(in-plane motion)은 두개의 포텐셜 m와 W를 사용하여 다움 

파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피과 - òx òz 

v= 피쁘~ ... ~ 
òz. òx (2.171) 

여기셔 x는 수명방향화표， z는 수직방향좌표이고 U와 v는 x축방향， z축방 

향변위률 각각 의미한다. 

exp{ilωt) 시간합수를 갖는 수명 및 수직방향 단위하중에 의한 변위는 

Green 함수로 청의되며 그 포탠셜은 다음과 같은 적분함수형태로써 표현 

된다(Bouchon 뻐d Aki 1979). 

수평방향 하중에 대하여 

= 1 2.. r∞ 4 • exp[ -ivlz-zoll앉p[ -ik(x-xo)]dk 
4π kø 2 1l J-∞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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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sign(z-zo) 1 2 .• r∞ exp[ -i1Iz-zo !J exp[ -ik(x-xo)]dk 
4π kø2~ J- ∞ 

수직방향 하중에 대하여 

1 r∞ 
CÞy=sign(z-zo) ,_ ~_ 2.. I exp[-ivlz-zol]exp[-ik(x-xo)]dk 

4π kø μ J-∞ 

= 1 2.. r∞ 냄:- exp[ -i1Iz-zol ]exp[ -ik(x-xo)]dk 
41t k~2 J1 J ω Y 

여기서 

4 
v = ( ka2-k2

) 2 , Im(v) < 0 

•L 
1 = ( k.2-k2) 2 ’ Im(1) < 0 

k= 융 k= 움J1 =pß2 

(2.172) 

(2.173) 

이고 ω는 각주파수， a는 p파속도， 8는 전단파속도， IJ는 밀도를 나타내고 

(Xo, z.o)은 단위하중의 작용위치야다. 

발파션친원은 직교하는 두개의 dipole 파lC source의 합으로 표현되며 

(Bouchon 없dA피 1979), 포탠셜로 나타내면 식 (2.174)로 된다. 

cþ= ~~y + a\jl H 
azo + axo 

ψ=0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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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체의 엄의점 (x，z)에서의 파장(wave fie1d)은 식 (2.174)의 포탠셜올 

식 (2.171)에 대입하면 구하여진다. 

나해석모탤 

분지지반에셔 발파션진원에 대한 지반운동을 계산하기 위해 그림 2.24 

와 같은 해석모렐올 사용하였다. 발파원의 위치는 그립에서와 같이 원쟁 

에서부터 180m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그 깊이는 5m로 하였다. 그립 2.24 

에서 B-2 , B-1 , Bo , B1 , 그러고 B2는 지반운동의 시간이력올 곤측한 정들 

이고 원점으로부터 각각 -20m, -1αn， O.Om, 10m, 그리고 20m 떨어진 위 

치에 있다. 

분지에셔의 지반운동올 계산하기 위해셔 그립 2.25와 같은 형태의 경계 

요소망이 사용되었다. 그림 2.25에서 중요한 지정의 위치는 좌표로 주어졌 

고 각 요소의 철첨온 정으로 표시하였다. 

표 2.7에 나타나 있는 집괴암과 기반압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관측점에 

서 0.25Hz 간격으로 0.0 Hz - 100 Hz 에 대하여 계산올 수행하였다. 

다. 해석결과 

분지 지반운동의 주파수별 증폭특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분지측점들에서 

의 주파수별 tr킹lsfer function의 계수를 계산한후 기반암에서의 계수로 

나누어 Fourier 스팩트럽의 진폭비 (spectra1 amplitude ratio)를 구하였다. 

m … 



해석한 결파는 그림 2.26에서부터 그립 2.30까지 관측점의 위치별로 나타 

내었다. 

진폭비는 발파원에서의 시간-압력 함수와는 무관하며 발파원의 위치와 

깊이 그리고 분지의 기하학적 형상과 물성치의 합수이므로 분지지반운동 

파 기반암에서의 지반운동의 거동차이률 주파수별로 보여주는 중요한 매 

개변수이다. 다음은 위의 해석결과에셔 나타나는 현상을 간단혀 정리한 

것이다. 

(1) 분지에서의 지반운동은 기반암에서의 지반운동에 비하여 중폭현상을 

보인다. 

(2) 중폭은 약 5 Hz부터 시작되며 15 Hz근처에서 척고치률 기록한다. 

(3) 주파수 범위가 40 Hz이하에셔 그 중폭비가 크며 40 Hz 이상의 고주

파수 영역에셔는 중폭비가 져주파수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4) 수평방향성분의 중폭이 수직방향 성분얘 비하여 크게 발생한다. 이는 

발파원의 깊이， 분지와의 거리 그리고 분지의 기하학적 형상에 기언 

한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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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관련 셜비의 껄계 또는 건셜에는 내진해석에셔 업 

력지반운동을 정의하는 데 펼요한 자유장운동올 해석하기 위한 기법을 개 

발하였다. 

또한 업력지반운동의 셜정에 관환 규제 및 지침을 조사분석하여 정리하 

였으며， 자유장에서 파전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기술현황올 여러문 

헌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자유장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propagator ma띠X방법에 근거한 해석기 

법과 프로그랩을 작성하여 파수(wavenumber)영역에셔의 진동원에 대한 

평행충상반무한체의 응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계요소법을 이 

용하여 분지지반의 운동을 해석할 수 었는 기법올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 

법율 이용하여 명행충상반무한체에서 반무한쩨에 있는 dip-slip 첨진원과 

주향이동정진원에 의한 지반운동의 깊이에 따른 변화 특성올 해석하여 깊 

이에 따라 웅답의 강도가 감소하고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 

다. 또한 연약지반이 상대척으로 높은 강성율 지닌 기반암퀴에 존채하는 

분지지반에셔의 옹답이 반무한체 영역에서보다 중폭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석에셔 검진훤{poh，t so따'ce}와 파le source률 사용한 경우에도 해석결 

파는 실제 지진 기록과 외형상 유사한 인공지진 기록울 얻을 수 있었다. 

따라셔 단충면에서의 단충파괴전파과정 및 뼈rrier둥도 고려할 수 있는 

진원모탤올 도입한다면 실제에 좀더 가까운 지진옹답을 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환 지반운동의 이론적 모사 방법은 실제 지진기록파의 

비교검중을 거친 후 지진계측기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셜계지반운동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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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자력설비의 절계에 대한 규제 및 기준 

규제(강제사항) 

1) Title 10, Atomic Energy, Code of Feder려 Regulations, P따t 20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피on Against Radiation". 

2) Ti앙e 10, Atomic Energy, Code of Fed앙al Reg\과a피ons， P따t 50 (10 

CFR 50). ''Licensing of Production éiI!d Utilization Facilitiesf!. 

3) Title 10, Atomic Energy, C여，e of Fed앙al Re믿피ations， p，하t 100. 

''Reactor Site Criteria" and Appen며x A to Part 100, "Seismic 없d 

Geolo밍c Si파19 Criteria for Nuc1ear Power P뻐nts". 

표준(비강제적) 

1) Unifonn Building C여e 

2) Atomic Energy Commision Regulatory Guides: 

Reg Guide 1.12 Instrumentation for E하갑lquakes(Rev 1, April 1974) 

Reg Gl띠rid뾰，e 1.2때0 찌，bra때t디ion Me않as해u따rremen따lt앙s on Reactor Int따얹n없lalS 

Reg Guide 1.29 S려smic Desigll Classification(Rev 1, A맹1St 1973) 

Reg Guide 1.48 D않파n Limits and Loa벼ng Combinations for 

Seismic Category 1 F1uid Sys합m Components 

Reg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um for Seismic Design of 

Nuc1ear Power Plants(Rev 1, Dec하nber 1973) 

Reg Guide 1.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1ear 

Pow얹.p없nts 

Reg Guide 1.70 S떠nå빼 Fonn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1ecrr Power P퍼nts(Rev 1, Octobe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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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자력셜비의 설계에 대한 규제 및 기준(계속) 

Reg Guide 3.17 E따하lqU와‘e Instrumentation for Fu려 Reprocessing 

Plants 

3) Am앙ican Nationa1 Standards Institute (ANSI) 

ANSI N 18.5 -1974(ANS-2.2) E하thqu밟e Instrumentation Cri따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SI N-XXX(ANS-2.I) Operating Basis Earthquake Vibratory 

Grounå Motion for Nuc1ear Power Plant Sites 

ANSI N 41.7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lectric Eq띠pm앉lt 

for Nuc1ear Power Gen망a마19 Sta디ons 

4) Am많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m, ’R띠.es for 

Constitution of Nuc1ear Plant Components". 

5) Am휠i떠n Society for Testing and Mat따a1s (ASTM) 

ASTM Part 45-’'Nuc1ear Stand와"ds，" 1974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6) Am앙ican Concrete Institute (ACI) 

ACI-318-71 "Standards for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7) Am앙i떠n Institute of Ste라 Construction (AISC) 

AISC Manua1 of Ste리 Construction (Seventh Edition) 1970. 

8} Am앙ican Petroleum Institute (API) 

API 620 Recommended Rul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 Welded, Lρw-PreSSt1Ie Storage Tank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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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원자력관련셜비의 표준요약 

인자 ASME ACI AISC 표표피E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Yes Yes No Yes 
특별한 설계과정 

지진하중결정올 위한 Yes Yes No Yes 
흑별한 얼계과정 

파괴기준 웅력강도 최대웅력 최대웅력 최대웅력 

(Tresca) 

셜계하중개념 실제하충 계수하충 실체하중 실제하충 

허용웅력개념 항복웅력 항복용력 항복웅력 항복용력 

및 극한용력 및 극한용력 

셜계방법 허용웅력 극한강도 허용웅력 허용웅력 

(소성컬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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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개발진행중인 표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 

Requirements for assessing ability of ma따i려 und얹leath nuc1않r 

power plant foundations to withstand SSE 
Seismic input motion to uncoupled structural m어려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1 electric 여uipment 

Requirements for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앙lts 

Seismic response, combination of modes and spatial components 
Analysis of seismic m;ordêd data 

미국국립 표준기구(ANSI) 

ANSI NXXX -1974 (ANS-2.10) Processing of data from nuc1ear power 
plant s리smic ins1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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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SSE의 관계 

많밥~펀 계마 부구 고리 월생 

흥생 149km 278 305 298 

숙리산 198 165' 198 187 

쌍계산 132’ 286 160' 18Ft 
추천값 ~ 0.30g ~ 0.27g ~ 0.28g ~ 0. 25& 

SSE 
실째값 0.20g 0.256g 0. 2Og 0. 2Og 

최소단충의 길이 (km) 16 32 16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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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대표적인 지진기반의 정의와 설정혜[일본토목학회 1989] 

연구자 정 의 구체적 얼청 

河角 일정한 넓이률 갖는 지역에 대한 표준진동올 동경언근 

구하는 과정으로， 진원에서의 거리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곳에서는 거익 같온 업사파형이라 

생각하여도 지장이 없는 면융 기반으로 했다. 

小林， 그 충 이-래에서 탄성적 성질의 차이가 적은 S파 속도 

훌훌味 충 중에서 최상충올 기반으로 한다. 800m/s 

太田 공간적으로 얼정한 넓이률 가지고， 그 면에서의 S파 속도 

역학적 성질온 동일， 그 갚아 아래의 지충구성， 700m/s 
역학적 생질변화가 작은 충연율 기반으로 한다. 

小林 밀도， 탄성계수가 균일합과 동시에 그 충애셔 

S파가 한번 왕북하는 시간이 10초 이상의 충이 

었으면 그충의 하위 경계면융 기반으로 한다. 

岩I훌 그 충까지의 지진파동은 진원에서 같이 전파한 화강암， 

것으로 쟁각되고， 그것보다 얄은 충의 지반상태에 S 파속도 

의해지표 지진동이 결청되는 충을 기반으로 한다 2700-3000m/s 

土田， 지금까지의 기반외 청의를 창조하여， 토질주상도， 연약첨토 

1:짧 지질적자료롤 이용하여 결청하고， 충북반사 사질충 이하 

이론율 적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암반또는 

충올 기반으로 했다. N치 50이상 

의 충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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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충상지반 모델의 물성치 

충번호 두께(km) 밀도(R'/cm3 ) ß.(kmlsec} a •• Ckrn/sec} Q ••• 

1 0.1 1.8 0.8 1.5 50 

2 0.2 2.0 1.2 2.0 80 

3 0.3 2.4 2.0 3.6 80 

4 0.4 2.6 2.8 5.0 100 

5 。。 2.8 3.4 6.0 160 

* s-파속도** p-파속도， *** Quality factor 

표 2.7 분지지반의 계산용 물성치 

’ 
집괴암 기반암 

멸도〈g/cm3) 2.60 2.66 

p-파속도(m/sec) 600.0 2313.0 

s-파속도(m/sec) 300.0 1071.0 

Poisson' ratio 0.33 0.36 

감쇠값C%} 0.5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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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진입력에 대환 통제점의 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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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반진동파 지진기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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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진기반에의 업사파절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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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형행층상 반무한체 모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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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6 전형적인 명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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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형적인 측대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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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산화된 촉대칭 모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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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영 역 V, 경 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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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3 연직 Dip-Slip 첨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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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4 연직 주향이동 점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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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청사계단 형상의 정규 이동함수 

Zo • 
Zt 

h l 
()(., .β， .PJ , Cè1 

r 

h2 ()(.2.~ .~. 0s2 
Z2 

h3 ()(.3 'β3 .P3. OB3 

Z3 
h4 ()(.4 .ß4 .P4' 0a4 

Z4 
sourc혜 zm β'5 .p.;. OB5 

그림 2.16 해석에 사용된 명행층상반무한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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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7 Dip-Slip 단충에 의한 수평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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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Dip-Slip 단층에 의한 수직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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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주향이동단충에 의한 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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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파의 71 본특성 및 소산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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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파가 전달되는 매질내에서 탄성특성의 불연속올 포함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소개한다. 

이 문제의 최초 해석은 George Green(1않9)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그는 

빛의 굴절 반사를 탄성파항으로 젤명하기를 시도했다. 이 작업은 P, SV 

그리고 SH명면파의 현재 해석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어느 정도 유사하 

다. 그러나 그는 다른 탄성 계수와 밀도를 갖는 두 개의 반무한체에 대 

한 펼요한 수식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것의 일반화는 1899년 Knott에 의 

해 얻어졌으며， Zoeppritiz이 독립적으로 연구하였다. 

진원에서부터 멀리 멸어진 곳에서 파률 연구하는데 입사 평면파 가청이 

실질척이다. 그립 A1의 a에서 지구내의 경계에 위치한 점 P가 파의 진훤 

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첨 P에 도달하는 파션단( wavefront) 

는 입사 명면파로서 효파적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 그림 b에서 첨 Q 

가 진원에 충분히 가깝다면 Q에셔 파선단의 곡률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충분히 멀리’와 ‘충분히 가까이’라는 의미는 관심대상 점 (P와 Q) 와 진 

원 사이의 파장의 개수로써 이야기된다. 그러므로 (b)의 진원j관측점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 명면파와 같은 이론을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사와 굴절이 진원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면 Knott의 이론에 

의해 직접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관측된다. 단적인 예가 1909년 

Mohorovicic 에 의해 발견된 P파이다. 아 파는 두 개의 맞붙어 있는 균 

질 반무한체로 구성된 매질에서 전파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이것은 구형 

파를 방출(radia디on)하는 점진원올 포함한다. Knott의 이론을 직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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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야점을 언급한다. 구형파를 연구하는 방법은 평면파를 더하는 

(적분) 문제， 각 명면파에 대해 Knott의 이론올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 

막으로 각 평면파에 대해 결과를 충첩하여 펼요한 결과를 합성하는 것으 

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는 평면파의 기본 특성올 요약한다. 어떻게 세개의 그칼라 포탠 

셜로 P, SV,SH 문제를 출발하는지 보이고나서， 굴절， 전환， 전달 계수에 

대한 수식을 얻고 소산행렬(scattering ma퍼x)파 이틀을 관계짓도록 한다. 

지구는 전파하는 파로 인해 시작된 작은 업자 운동이 여러 광범위한 소 

산 기구에 의해 그 피-로부터 북원될 수 없는 에너지 손실을 유도하므로 

불환전 탄성 매질이다. 전파하는 파에 대한 이 효파의 관첨에서부터 감 

쇠는 인자 Q로 편의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구와 같온 감죄 매질얘셔 

전파의 p벼se현상에 대한 효과훌 요약한다(Q는 판측된 지진파범위의 주파 

수 영역에셔는 거의 상수인데 여기에셔 Q는 관측된 지진파의 주파수 영 

역에서는 거의 장수이다). 

제2절 탄성패질에서 평면파의 기본특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몰리량 (업자가속도， 응력성분과 같온) 에 속도 c로 

I방향으로 명면파처럽 전파한다. 

1) 고정된 시간에서， 물리량이 단위 빽터 I에 대해 수직인 면에서 

공간적으로 변화가 없고 

2) 물리량이 특정한 값을 가진 평면이 I방향으로 속도 c로 음직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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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전파하는 물리량은 t-(I .x)!c의 조합으로만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적 관계를 지닌다. νc를 slowness 빽터 s 라 한 

다 S=SxX+SyY+SzZ , n방향으로 slowness 는 s'n이다(그림 A2참 

조). 

평면파의 두가지 기본적인 형태가 균질퉁발생 매질에 대해 탄성변위방 

정식에 일반적 형태의 u~ u(t-s' X)를 변위로 대입하여 쉽게 구별된 

다. 

P Ui = (À. + U)Ujji+ ULÚjj (A.l) 

[POik (λ + U)SiSk- l!SjSjÖ ik] 따=0 (A.2) 

2 1 식(A2)에 s의 빽터곱과 스칼라곱율 취하면 S =-::2이므로 식 (A퍼올 
c 

얻는다. 

(p- -땅)ÚXS=O， (p-추훨L) i · s=0 
c c 

(A.3) 

_^ _2_ ~λ+2u) , .. 여기셔 식 (A.3)은 [ u X S = 0 , C.r. = ' .. ~ "' ... ( ] 또는 [ Ü' S=O , C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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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중의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이것은 평면파가 속도 v (λ+2~)/p를 

가지고 s에 평행한 길이 방향 운동을 하는 P파이거나 형방향 운동을 하 

고 속도 {파a인 s-파중의 하나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틴성운동에 연관원 에너지를 셔술하기 위해 탄성 변형 에너지 밀도 개 

념올 도입하면 매체의 변형 에너지는 현채 상태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1 
능력이며 변형 에너지 털도가 까~ 1: iiP ij 이다. 평면파 Ui = :.J i (t- s. x) 

1 
에 대해서 변형 탠셔는 eij= τ[UíSj+ UjSí] 이며 풍방 매체에 대한 옹력 

변형도 관계로부터 다음 사항이 쉽게 증명된다. 

•! 1: ψ i= 」」[ (}‘ +~)(S • U)‘+λ( u. U)(S. 5)] (A4) 
. ~ 

2" 1. ijeij= 2 

P파 (sx U=O. ISI= a-1 
) 또는 S파 (5 • 다=0 • ISI = ß-1) 모두 

에 대해 식 (A4)으로부터 다움 식이 성립된다. 

1 1"7. 
τ돼eii= τPU‘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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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형에너지 밀도는 운동에너지 밀도와 같다. 식 (A5)에 나오는 모든 

량은 실수이며 에너지밀도는 t-s. x를 통하여 t와 x에 상관될 뿐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파속도는 업자 변위에서 pulse 형태가 전파해가는 속 

도를 P파일때 a, S파일때 6와 같다. 명면파에서 에너지 전달의 flux 

rate(전파 방향에 직각인 단위 면척을 통과하여 단위 시간당 전달되
는 에 

너지량)는 pciu2와 pßlj2 01 다. 

제3절 반사 변환 전달계수에 대한 기본식 

균질 매질에서 a2v 2(Þ = ~ 형태의 방청식에 대한 정상 상태 평면파 해 

는 Aexp[ilω (s • x-t)]의 모양을 가친다. 여기서 A는 진폭이며 s는 

4뽀_ f\ -1.보→ '4-

slowness 그리고 ( ~::- .O.~)τ y촉애 직각 방향으로의 전파에 대 a x ,V , a z ,'- ;y 

한 P파 변위이다. 이 철에서는 z=O 명면올 따라서 맞닿아 있는 두개의 

반무한체 사이의 경계의 효과플 연구한다. 반무한체가 고체， 유체，
 또는 

진공으로 되어 았다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경우가 있다: 고체/고체
， 고 

체/유체， 고체/진공， 유체/유체， 유체/진공. 

1. 경계조건 

두 가지 형태의 경계 조건이 었다: 변위와 관련된 것( 운동학적 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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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traction 또는 웅력에 관한 것 ( 동역학적 경계 조건 ). 

두 고체가 맞붙어 있는 경우 경계를 따라서 변위의 세가지 성분이 연 

속이어야 한다는 것이 운동학적 조건이다. 또한 고체반무환체와 검성유체 

반무한체 사이의 경계를 따라서도 변위연속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체가 

완전 비정성이면 이동이 경계와 평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만 변위의 법선 

방향 성분은 연속이다(만일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cavita쉰.on이 일 
어나거나 유체가 고체의 갈라진 틈새로 이동환다;. 지진파의 전형적인 파 
장과 주기(수 Km와 수초)에 대해서 지진학에서 중요한 두 유체(바다와 
지구의 외핵)는 비첨성 상태의 거동을 하는 갓으로 나타난다. 즉， 정성이 

아주 낮아서 유체에서 훈동학적 첨성 이동은 바다 밑면 혹은 핵-맨톨 경 

계와 같온 고체/유체 경계면 멀리에서 파장에 대해 무시할 만큼 작온 부 

분밖에 되지 못한다. 이러한 주변환경에셔 변위의 접션 방향 성분은 실질 

적으로 불연속이 되며 청체조건은 오칙 법션 방향 성분에만 적용될 수 있 

다. 강한 압축웅력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므로 cavitation이 일어날 수 있 

다(이렇게 되면 암반 강도보다 몇배나 큰 웅력 불연속울 가지는 충격 전 
파룰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체의 고체내부로의 확산은 지진 

파 주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올 요구한다. 그러므로 지진학에서 고체/유 

체 접촉면에 대한 운동학적 경계조건을 볍선 방향 변취만의 연속으로셔 

택하는 것이 적철하게 된다. 

동역학적 경계 조건은 접촉면을 따라 웅력의 연속성올 의미한다. 셔로 

다른 매질을 접촉면으로 하는 작은 원반에 걸쳐 작용하는 응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원반이 바깥쪽 법션방향 하나의 방향올 유지하면 

웅력 T(r)은 원반의 양면에 대해 같다. 그래서 접촉면올 통해 연속성이 
유지된다. 웅력이 빽터이므로 세개의 스칼라성분을 가진다. 이들 중 하나 

또는 두개가 명확히 만족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웅력 세성분 모두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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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면파가 만족시켜줄 필요가 없어진다 z축에 수직인 면을 접촉면 

으로 선택하게 된 경우에 이들 세 성분은 웅력 탠서성분 't zx, 't zy, 't zz이다. 

진공과의 접촉면에서는 이들 세개의 웅력 텐서성분이 모두 0이고 땅 또는 

바다와 표면에 대해서도 유효한데 그것은 대기의 탄성 계수가 암반의 탄 

성계수 또는 물의 bulk modulus보다 크기에서 몇 배 이하의 차원이기 때 

문이다. z=O에서 ('t zxπ zy， 't zz ) = ( 0,0,0 ) 의 경우가 z=O에서 자유 표면 

경계로 불리워지고 이것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룰 반사 문제이다. 

2. 자유면에서의 평면 P파와 sv 파의 반사 

평면 P파가 x축 방향으로 수평 slowness룰 가지고 이동해간다고 가청 

한다. 그러면 임의의 포탠설 뼈 대해 P 벼위느 u=(4요 0. --4뽀:-)로 ...:. -, I '- W - , a x ,v , a z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옹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2L ^'\~2 .... n .. a 늄 T(u,z} = (τzx. 't zv. 't 、 -(2u Oλ? 삐 +211-:-쁨) (A6) • "zy, "zzì - \""~ a z a x ,v ,'" y 'I""，，~ a Z2 

나머지 SV파와 SH파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률 만들 수 있다. sv파에 대 

'= .. -，-=.호보」뾰 해서 스칼라포텐셜 W가 있 。 며 sv벼위τ u- ( 0 )로 웅력 - ~ I u Y C -, I '- W - , a Z ,v , a x 

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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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x ，τzy，tzz)=(IJ( ~맺」→맺)，O， 21J 컨a 앤 ) (A 끼 ‘ 1 ’ ax~ az‘ ，~，-.... ôxôz 

SH파에 대해서는 단지 하나의 변위 성분만이 펼요하며 SH 변위는 u= 

(O.v.O)로 그리고 웅력은 마음과 같이 주어진다. 

(τa싱tzz) = (O,IJ 송윷，0) (A.8) 

그림 A3파 같이 입사각 i의 항으로 업사 P파의 slowness를 나타낼 수 

았다. 

sml ^ COSl 
s=( ......!효-，0，--고~) 

이 파에 의해 'tyz 성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SH 성분 또한 생기지 않으며 

반사된 파의 예상 가풍 성분온 P 와 SV파만이며 각각 다음의 slowness 

를 갖는다. 

( 피쁘_Z .0 피으흐_Z ),( 피핀L.O . ..J찍L) ß ,V, 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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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þ potentia1 이 입사 성분 41 inc와 반사된 성분 !þ r엔로 만들어진다. 

!þ =!þ inc +!þ re]l (A9) 

!þ inc =Aexp[ilω( 피쁘Lx- 」옆L z-t)] 
a a (A.lO) 

r~ r ' __ ' Slnl m 때 = Bexp[i，ω( '3.Lu. x- .... V '3. -t)] 
cl a (A.ll) 

진폭 A와 B는 각 파에 대해 상수이며 전체 sv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뱅 = ψr행 (A12) 

여기셔 

ψ r뼈 = (exp [ilω(-밸L .... __ 띤흐L z-t)] ν ßX--ß (A13) 

여기에 관련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없으며， 그것은 자유변위에서 의 

미가 없으며 고체의 자유면에셔 일어나는 변위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명확 동역학적 경계 조건은 z=O에서 τn:=τzz=O 이며 식 

(A6), (A7), (A9)-(A.13)으로부터 't zx, τzz의 각 값은 다음 형태의 계수 

를 포함하는 세 성분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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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에서의 경계 조건은 모든 x와 t에 대해서 성립하므로 이들 파동계의 

수명 전파를 통제하는 계수는 모두 같아야 한다. 특히 t=i(반사된 것 

( sin i) ( sini> 
파 업사 P파의 각이 같은 경우)와 = 11 이다. 그래셔 a. lj 

입사파의 수평 slowness는 반사되고 나셔도 보전되며 SV파로 변환되어 

셔도 보전된다. 만약 상부 반무한체로 파전파가 었다면 수형 s10wness성 

분 또한 발전되며 이것이 깊이에 따라 속도가 매끄럽게 변하는 매질에 대 

해 이미 증명된 Snell‘s 1aw라 말해진다. 여기서 평면적으로 충이진 때질 

에서 명면파의 반사와 전달에 의해 만물어지는 전체계가 그틀의 수명 방 

향 s10찌mess값에 의해 톡징지워진다는 풍요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간다. 

흔히 이것올 ray계수라고 부르지만 이 말은 그다지 적절한 이륨은 아닌데 

( sin ï) ( sinD 
그것은 ;'Ul = , .... ß." =p가 하나의 ray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고 전체 ray껴|에 혜당하는 계수이기 때문이다. 몰리적 변수를 포탠셜 함 

수 m와 W로 취하고 식(A.6)과 (A7)을 P, CÞ, t , a CÞ/ a z 그러고 a CÞ/ a z 

의 항을 대입하여 간단히 표시하면 다옴과 같온 사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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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파의 경 우 displ. (il빼，0， 좋뽕 ) 
4뽀-traction (2pß 2 ilωp az, 0,-p(1-202p )ω241 ) 

- sv파의 경우 displ. (--뿔，O，i，뼈) 
traction (p( 1-2암p2)빼 

(A.14) 

(A15) 

당장의 목적은 B/A와 C/A 비를 얻는 것인데 반사파와 변환된 파의 진폭 

올 업사파 진폭의 비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 

용할 수 있는 두 식은 다음과 같다. 

tzx=2pß 2i'ω ( -2..뽀쓰+-2..뽀갤 }+p (1 -2ß 2p2)빠 r때=0 on z=O 
'l-' , a z a z ,. 1"'" "t' J 

τzz=-p (1 -2짧)ω2(싼+쐐+2pß2때뽑첼 =0 on z=O 

식 (AlO), (A.U), 식 (A13)올 치 환하면 다음식 이 된다. 

2pß삼띔 (A - B)+p (1 -2ß 2p 2)C=0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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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ß 2p 2)(A + B)+2pß2p뽑LC=O (A.17) 

이 해는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B 4힘p2뽑L 뽑L_ (1 -2ß 2p2)2 

A 4ßp2뽑L 뽑L+ (1 -2쐐2)2 
(A18) 

-4ß2p 뽑L(1 -2ß 2p2) 

A 4뻐2뽑L 뽑L+ (1-짧2)2 
(A19) 

삼각부둥식과 탄성계수들간의 관계를 사용하여 여러 가자 다른 형태를 위 

의 두가지 표현식으로 유도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2ß헛2 은 

cos강. 이다. 

위 식에 나타난 B/A와 C/A률 반사계수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척 

으로 포탠셜의 진폭비다. 실제로 대개는 변위에 대한 비에서 더 관심이 

있게된다. 예를들어 전파하는 정상 상태 P파에 대해서 변위 진폭은 ω(포 

탠셜진폭)/a 이고 S파에 대해서는 ω(포텐셜진폭)/ß 이다. 그러므로 변위 

에 대해서 반사계수는 p • p 일때 B/A이지만 p .. s 변환일 때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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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이다. 반사계수에서 부호 규약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림 A4와 

같이 돼한다. 

여러 가지 다른 표기법이 반사/변환/전달계수로 제안되는데 다행히도 

종종 특별한 계수 한‘두개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체적인 표 

기는 불필요하며 pp라는 표기가 (반사파/업사파)의 특별한 조합이라는 것 

올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유면올 가지는 고체 반무한체 문제의 경 

우이다: 입샤 P파의 한 가지 형태가 주어지면 하나의 P파만이 여기서 유 

도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고체/고체 접촉면에서 다루기 위해 간단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P파(와 S파)가 위쪽파 아래쪽에셔 들어오기 때문 

이다. 업사 P-sv파의 네가지 각 형태마다 네가지 형태의 유출 P-sv파 

장올 모두 만들어내므로 이 접촉면에서만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16개의 

계수가 훨요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더 복잡한 접촉면에 대해 확장 

할 수 있는 표기가 필요하다. 그림 A4에셔 P .. P 반사계수를 PP로 

나타내고 PS를 P .. s 변환 계수로 사용한다. 또환 S-P 변환은 5P, 

s .. s 반사는 5S로 주어진다. 모든 파는 왼쪽에셔 오른쪽으로 이통한 

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강액센트 (예를 들면 Pì는 상향파롤 나타내고 

저 액센트 (예를 들면 S) 는 하향파를 의미한다. 그립 A4의 부호규약 

파 이 표기를 결합하여 표 A.1에서 두가지 가능한 업사파로부터 생기는 

운동의 vector를 표시했다. 표 A.1로부터 식 (A.18)，(A19)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27-



þþ= 

þs= 

-(냄-캠2)2+맹2뽑L뽑L 

+( 광_2p2)2+째2뽑L 뽑L 

4품p뽑L(광-2p2) 

( 광_2p2)2+앨2뽑L 뽑L 

(A.20) 

(A21) 

자유면에 sv파가 입사하는 경우 반사된 P파 ( SÞ)와 반사된 sv파 

( 55)를 예상할 수 었다. 표 Al애 있는 빽터변위로부터 z=O에서 t n- =O 

이라는 조건이 식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줄여준다. 

-2paß 뽑L SP+ (1 -2ß2p 2)(1 -SS)=0 (A.22) 

또 z=O에서 'tzz=O의 조건으로부터 다읍을 얻올 수 있다. 

-(l -2ß?'p 2)양+2ß 3 -l!- 피몫L(1+양)=0 
~ ,-- a jj (A.23) 

식 (A22)와 (A.23)을 풀면 다음과 같은 식올 얻올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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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ss= 

lL_-f으&(-1 4--p (-T-2P2) a U 

(뽑-캠2)2냉2뽑L뽑L 

( 랩-2p2)-행2뽑L 뽑L 

( 광_2p2)2+앨2뽑L 뽑L 

(A.24) 

(A25) 

이런 간단한 예제에서 행렬 zt 성분에 대한 톡별한 정식을 얻올 수 있 
다. 

。l 행렬은 가능한 모든 반사계수가 요약원 것이며 ’소산행렬(Scatter피g 

Matix)’라고 불린다. 각 값은 그렴 A.5에셔 slowness에 대해 표시해 놓 

었는데 이 문제처럽 매우 간단환 경계면에셔 각 요소들은 상당히 심하게 

변한다. 범위는 O~p~ 움 구간에서만 나타냈다 0.14 - 0.195 sec/km범 

위의 slowness에 대해 반사된 운동은 입사 운동의 형태가 거의 반대로 

변환다. 즉， 입사 P파가 반사된 SV파로 입사된 SV파가 반사된 P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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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체적으로 변한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이 다른 접촉면 (고체/유체 

둥) 특별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율인다. 그러므로 간편하게 하 

기 위해 지진학적으로 두 개의 다른 접촉면에 대해 계수를 구한다. 

3. SH-파의 반사와 전달 

웅력성분 'tZ\. 와 μz는 표 A2에 주어진 변위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 

으므로 고려해야 할 동적 경계조건은 z=O에서 τzy의 연속성이다. 변위의 

y방향 성분은 물론 연속이며 식 (A.8)로부터 소산행렬의 요소률 찾울 수 

있다. 

($$ 짧) 

여기서 소산행렬의 각 요소는 식 (A26)과 같다. 

55= 
” ‘ -
. , . 따

 
-

, ‘ -뼈
 
-

--i 
l u 

--‘ -
. , . % 

-
’ i 
-

n p 
-

’ 4 
-

n 
F 
- 55= 2p 2ß 2cosh 

A 

55= 
’ i 
-

-r 
-야

 
-π

 
-A 

n n 
F 
-

, , ‘ 
-

n 
u 
「-

n 
ι
 - 55=-55 (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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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ð= p 얘 lcosh +pzßzcosh 이다. 

4. 고체 - 고체 경계에서 P-sv파의 반사 및 전달 

여기서의 소산행렬은 4x4 크기이다. 

양
 앙
 서1
 앙 

%H 

엄
 서κ
 얀 

꺼
r
 
S 
‘P 
S 

h
、
〕A
、
〕Aj 

Aj 

얀
 얀
 얀
 얀
 

변위와 웅력의 x와 z방향 성분의 연속성으로부터 얻어진다. 각 열의 성 

분은 특정 업사화에 의해 경계에서부터 멀리 소산되는 네 개의 파를 나타 

낸다. 그러므로 모든 열을 계산하기 위해 네개의 변수를 가지는 네개의 

식으로 이루어지는 연립 방정식 너1개를 만들어야한다. 

4개의 모든 가능한 입사파가 그림 A6과 같이 각각 변위 진폭 Þl • 

51. ]>2. 52를 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첨자는 파가 전 

파되는 매질을 구벌하기 위해서 펼요하다. 모든 파는 같은 수평방향 

slowness를 가지고 네개의 소산파가 변위 진폭 ]>1. 51. Þ2. 52를 각각 

가진다고 가정된다 Ux ， Uz , τ zx. τ zz 의 연속성으로부터 4개의 방정식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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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i1( Þ 1 + P1)+ cosÍ!( 51 + ‘$1) = Sini2( Þ2+ P2)+ cosh( 52+ 52), 

cosh( Þ 1- P1)- sinÍ!( 51 + 51) = COSi2( Þ 2- P2)- sinh( 52- 52), 

2P1ßfcosi1( P1- P1)+P1ß1(1 -2ßfp2)( 51- 51) 
= 2P2ß~cosi2( Þ2+ P2)+P2ß2(1 -2ß~2)( 52+ 52), 

P1a1( 1-2ßfp2)(Þ1 + P1)-P1ßfpCOSÍ!( 51 + 51) 
=p짜2(1 -2ß~2)cosi2( Þ2+ P2) -P2ß~COSÍ2( S2+ 52) 

(AZn 

소산파가 좌변에 업사파가 우변에 오도록 채배치훌 하여 위식을 다시쏠 

수 있다. 

P1\ ( P1 

MI-?\I =NI 혹 
1"""" 21 1 1"""" 2 

52) \ 5z 

이 때 계수 행렬 M과 N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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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p - COS} 1 a껑 COS}2 
cosh -ßIP COSi2 -ß2P 

2PIßIcosil PIß1(1-2ßfp2) 2PIßiocosi2 p2I3 2(l -2ßio2) 
-Pla l(l -2ßfp2) 2P 1ßfpcosh P2U 2(l -2ßio2) -2P2ßiocosh 

(A.28) 

N= 

ap COS} 1 -aZp - COS}2 

cosh -ßIP cosiz -ß2P 
2PIßIcosil PIß1 (1 -2ßfp2) 2PIßiocosi2 P2ß2(1 -2ß~2) 

Plal (l -2ßfp2) -2p lßÎPcosh - pzaz(l -2ßþ2) 2pzßiocosh 

(A.29) 

.Þ1 =1이고 51=P2=52=0 인 경우에 소산행렬의 첫번째 열이 간 

단히 (Pl. 51 • .Þ2• 52)T 즉， M-1N의 첫번째 열이 된다. 다른 셰개 

의 열에 대해서도 비슷날 결과가 나오며 복잡한 소산행렬이 칙접 

구해진다. 

N 4
‘ M 

P 
S 
P 
S 

“
。꺼
3
 AJ 

A
、
〕

쁘
 엄
 얀
 얀 

/P 
S 
Ar 
‘S 

A
、
〕A
、
“A
、
〕
AJ 

얀
 엄
 얀
 얀 

(A.30) 

다행히 행렬 M과 N의 유사성에 의해 scatte파19 matrix의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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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 간단한 식이 얻어진다. 이 행렬을 풀어서 쓰기위해서 

다음 변수를 자주 사용하게 되며 

a=P2(1 -2ß~2)-P1 (1 -2ß~2)， b=P2(1-2ß~2)+2P1ß~2’ 

c=P1 (1 -2ß~2)+2p2ß~2， d= 2( P 2ß ~-P 1ß~) 

cosme 관련변수도 매번 사용된다. 

E=b S:.옆EL+C￡몇흐. 
lI.1 lI. 2 

G=a-d￡열!.L~쁨l흑 • 
lI. l P2 

￡으화L ￡엎l:L F=b Pl +C B2 

H=a-d￡필흑C￡쁨l:L 
lI.2 P 1, 

D=EF+GHp2= (detM)/(a1a생얘2) 

(A.31) 

이런 요소를 사용하여 나타낸 소산행렬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pp=[ (b 띔!..L- c요한휴)F-(a+d피웰 ￡땀)뻐2]jD 나 1 a2 al 112 '--r-

엄=-2 파웰(ab+cd COSZ2 C띔L)paν(ß1D) 
a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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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P1탤삭빠(a2D) 

PS=2P1떻Hpa.ν(ß갱) 

SP=-2cos 묶(φ+cd"띤!L 쪽월)ρß t!(a1D) 
P1 ,-- -- U2 P2 

ss=-[ (b~떤요 c옆요 )E-(a+d~떤요 투쁘l.1... )Gp2]/D ~-c ß2 ).t!, - \a -t- a ----a; 

SP=- 2p1 -f떻l.L Gpßν(azD) ., 1 

싫=2P1瓚ι돼ν(ß2D) 

PP=2P2탤요행(Cl.1D) 

PS=-2P2뀔프G뼈(뼈) 

PP=-[(b으딴-c파딴)F+(a+d파딸￡똥LL)Gp2]/D 
a2 a2 11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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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cos 픈(ac+bd co학.L....E쁨.L )p맹(ß 21J) 
나2 ' -- - - C1 1 P 1 

SP=2P2瓚Hpßνα1Ð)

SS= 2p2 ....E열Jε Eßν(ß1D) 
~2 

SP=2cos 굉L(ac+bd」EEL 」몫l1.... )pßν( C121J) 
P2 ,-- -- C1 1 P1'z-

앙=[ (b떻ι-ci戰)E+(a+d탤삭瓚짝)없2VÐ 

(A.32) 

5. 에너지 Flux 

두 개의 끌일한 반무한체 사이의 경계에 명면파가 입사할 때 경 

계에서 에너지가 갇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경계를 떠나는 

에저지 flux는 입사파의 에너지 flux와 같다. 

진폭 S와 전파게수 exp[ω (5. X)-t)]를 가지는 정상 상태 변위 P 

파에 대해 실제 변위 진폭은 SCOS[피(5. X)-t)] 이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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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2，ω2sin2 [ω (S'x)-t)]가 파선단 단위 면적당 에너지 전달률이 

다. 파가 업사각 i를 가지고 입사하는 수명 경계의 단위 면적에 걸 

친 flux rate를 얻기 위해서는 cos À를 위 결과에 곱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S파에 대해 flux rate는 PßcosjS21ω 2 sin 2[ω (s'x)-t)] 이 

다. 위에서 얻은 반사 전달 계수가 변위에 대한 것이므로 출입하 

는 에너지 flux의 같은 크기가 예를 들어 그림 A.7에 주어진 소산 

파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IQICosil = Pl마COSil( P p)2+ P1ß lCOSjl( PS)2 
+Pza2cosi2( P P)2+Pzß2COSjz( PS)2 

(A.33) 

식 (5.40)은 고체/고체 경계에서 소산행렬의 첫번째 열에 대한 제 

한조건이다. 이것은 새로운 종속변수: 말하자면 변위 x{밀도 X천파 

속도×입사각의 cosine} 112 를 사용하여 간단히 활 수 있다. 이들 변 

환된 변위( (에녀지 flzα)112에 비례)항으로 나타내면 소산행렬이 

H얹nitian matrix로 된다. 

며 

예를 들어 앞의 PS에 대한 새로운 reflecion 계수는 다음식이 되 

하향 sv파의 변위 진폭x (P2ß2COSjz) 1Il 

입사 P파의 변위 진폭x (pza2cosi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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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갱(ß2cosh) 1I2/(a2cosi2) 112이다. 소산행렬의 완전한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ÞP 5P(퍼팩맏L)lIl PP(~1111 COS 1 L)띠 5P( ~영1COSlL)띠 
P 1 cosh' - -, P 킹12Cosi2' ....... , p21hcosh 

ß1cosh -1 11 >-_, ....... , P1ß:COSÍl -1 11 ,.(,.;, P1ß1COSj1 , 111 s= Þ5( 람뚫-f-)띠 55' pS( :J:;~:~J)띠 5S( :1~1~~:~1 )112 111cosi1 - -, P:엇2∞Si2' .......... , Pl!ß 2COSjz 

ÞÞ(~엇2COSl !..)찌 5Þ(~컴~!..)1Il pþ 
1111COSh' --, PIPl∞S}l 

5Þ(윌證i)M 

Þ5( ~명2COSj!..)따 55( ~생2COSj!..)찌 P5(보딱원)1Il. 55 
1111∞Sil I .......... , PIßlcosh I ~ .... , 112∞Sl2 

(A.34) 

그리고 

S=SH=S-1 (A.35) 

이다( SH를 써서 전치된 S의 복소 컬해 행렬을 나타낸다). 

16개 의 계수 ÞÞ, Þs 둥이 식 (A.30) 또는 (A.32)로부터 얻어 지 

면 S가 식 (A.35)를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 검증할 수 있다. 사실 

sIowness가 아주 작아서 모든 각 iljl，iú2를 실수로 볼 수 었다면 

S의 모든 요소는 실수이며 결과적으로 S의 전치 행렬이 S의 역행 

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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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a) 

+ 
(b) 

그림 A.l 진원과 관측첨의 거리에 의한 입사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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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Z 

그림 A2 파전파방향 I 

Tz「강ξ T#=O onZ=0 x 

그림 A.3 자유면에 업사한 명면 P파의 반사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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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p 짖” \7iSP 

PS mcment ~ v SS 

(a) (b) 

그립 A4 P파와 SH파의 입사헤 의한 반시계수 부호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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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감쇠특성모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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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록
 

부
 

감쇠특성모텔령 

본장에서는 충상 반무한체에서의 파전파시 발생하는 감쇠효과의 고려 

방법과 주파수영역 해석응답으로부터 시강영역 응답을 구하는 절차를 정 

리하였다. 

지반내에서 웅력파가 전파할 때 내부마찰둥으로 인하여 그 진폭이 감 

쇠한다. 이러한 감쇠의 영향은 문헌(Aki and llich:rrds 1980)에 셜명된 질 

차에 의하여 반영되었다. 

매질의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quality factor Q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AE 
Q(ψ) - 2πE (B.l) 

여기서 E는 주파수 ω로 반복웅력을 받는 매질의 단위체적당 저장된 최대 

변형에너지이다. iili는 한 주기당 손실되는 에너지이다. standing wave의 

진폭은 .fE에 비례하므로 초기 진폭이 Ao인 파의 진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t) = Ao exp[--;:;곽 t] 
2Q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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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파수가 ω인 조화운동의 범위는 식(B.3)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u(t) = Ao exp [iw(1 + I")ln )t] 
2Q 

(B.3) 

공간적으로 전파하는 l차원 파의 경우에는 식(B.2)를 식 (B.4)로 나타낼 

수 있다. 

A(t) = Aoexo[--;:보;:;-X] 
Aν 2cQ (B.4)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변위는 식 (B.2), (B.3), (8.4)로부터 다음식으로 나 

타난다. 

u(X,t) = Ao exp[ -ik(1- ';n)X + iωt] 2Q 

여기서 k = 꽁 c는 파전파 속도이다 

(B.5) 

그러나 선형해석의 경우 (5.5)에 의한 해는 Q와 c가 상수이면 causality 

조건이 위반된다. 일반적으로 지반매질에서 Q는 거의 상수임이 실험적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파의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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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전파속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파의 분산 

(Dispersion)이 라고 한다. 본 연구에 서 는 문헌(Azini and Ka파파1 e없1. 

1968)에 제안된 다음의 log따ithmic분산법칙을 사용하였다. 

C = 
c。

(i- -L- h -민:- )(1- rt
l
,..,. - ) 

πQ ~U 21t I\.L 2Q 

(B.6) 

여기서 Co은 1 Hz에서의 파의 전파속도로 정의 되었다. 식(B.6)은 일차 

원적 파전파 이론에셔 도출되었으나 3차원적 파전파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탄성파에는 압력파언 P파와 전달파인 S파가 있으며 그 전파속도는 다르 

다. 또한 각 파총별로 quality factor또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P파의 

경우에는 QA , S파의 경우에는 QB로 표기하여 각각 다른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QB는 QA보다 훨씬 작으며 둥방성 탄성체 

에서 체적변화에 의한 갇쇠를 무시할 수 있다면 QA와 QB가 다읍 관계 

식에 의하여 연결되어 었다(Bocb앉dt 1973). 

QA = (후략)QB 4 ß~ 
(B.7) 

여기서 q는 P파 속도， ß는 S파 속도이다. 점성감쇠특성의 일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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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감쇠비와 quality factor는 근사적으로 다음관계식으로 풀면된다. 

ç = 꿇 (B.8) 

여 기 서 C 논 critica1 damping의 peTcentage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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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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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분지지반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작성방법 

경계요소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며 경계요소자료는 :MESH.FOR라는 전처 

리과정 프로그랩을 거쳐서 준비된다. 그림 C.1과 같은 모텔에 대해서 그 

립 C.2에 셜명된 MESH.DAT를 사용하여 MESH.F‘OR를 수행하면 그림 

C.3에 나타낸 MESHl.OUT과 그립 C.4에 나타낸 MESH3.0UT가 생성되 

어 MESH1.0UT는 경계요소해석 프로그램인 BPSVSE.FOR의 업력자료 

의 일부로 사용되며， MESH2.0UT는 BPSVSE.FOR 91 결과처리에 필요한 

자료로 일부가 쓰인다. 본 절에서는 경계요소생성방법과 본프로그램을 수 

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처리 방법이 얼명된다. 

1. 경계요소의 생성 (MESH.DAT작성요령) 

경계요소법을 사용한 해석방법은 그림 C.1과 같은 예제를 이용하여 셜 

명한다. 이 그림에셔 영역표시는 로마자로 표기하며 I와 H로， 절점번호 표 

시는 괄호문자 (] )-(7)로， 그리고 분할변호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 1-7로 

나타나 있다. 

예제에서 각 절점의 좌표는 표 C.1과 같다고 생각환다. 

그립 C.1과 표 C.1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여 요소망을 생성하는 

MESH.FOR의 입력자료 :MESH.DAT를 작성하는 방법을 셜명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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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어자료 card (1매 Free Fonnat) 

변수 설명 내용 

m 
…… 

…… 
m 

빠
 파
 

해석대상의 영역의 갯수 

해석대상의 입력에 필요한 절점의 갯수 

해석대상의 전체 분할의 갯수 

설명 

(1) 그림 C.l에서 I와 R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 값은 2가 된다. 

(2) 그럼 C.l에서 (1)에서부터 (7)까지의 7개가 있다. 

(3) 영역 I과 영역 n가 겹쳐지는 부분은 충북되지 않는다. 그럼 C.l에서 

7개의 분할이 있다. 

나. 절점자료 Cards (NSP매 Free Fonnat) 

변수· 설명 

m 
n 

I 

3 

강
 

(1) 

(1) 

(1) 

내용 

절점번호 

I번째 철점의 X좌표 

I번째 절점의 Z화표 

설명 

(1) 철점의 좌표는 그럼 C.l의 경우 표 C.l에 정러된 사항율 그대로 사 

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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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할구성자료 Cards (NSTG매 Free Format) 

변수 

KS(I,1) 

KS(I,2) 

설명 

SMCI,3) (1) 

KS(I,4) (2) 

셜명 

내용 

분할의 번호 

I번 분할의 첫번째 철점번호 

I번 분할의 두번째 철점번호 

I번째 분할부분에서 생성되는 요소의 길이 

I번째 분할의 경계조건 

(1) 분할내부에서 생생되는 요소의 길이는 해석되는 최단 천단파장의 

113정도로 한다. 

(2) 해당 분할이 자유면일 경우는 '0’, 경계면일 경우는 ‘ 1’율 쓴다. 그 

럼 C.l에서 1, 2， 3번 분할은 자유면율 가지므로 '0’ 율 사용해야 한 

다. 

라. 각 영 역의 분할자료 Crud<Nlτ매 Fr많 FOIIl'..at) 

변수 셜명 내용 

1 (1) 영역번호 

NSG(I) (1) I번 영역율 구성하는 분할의 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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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 C.1에서 영역 I은 영역 n률 체외한 반무한체로서 이 영역율 구 

성하는 분할은 2번째 분할율 쩨외한 나머지 모두이다. 여기서 규정된 

NSG의 합(NSGS)운 다읍에 읽어률이는 분할연결자료의 갯수를 나 

타댄다. 

마. 영역별 분할의 연결자료 Card 

(라 항의 설명에서 규정된 NSGS매， Free Fonnat) 

변수 

K 

I 

N1 

N2 

N3 

설명 

설명 

(1) 

(2) 

내용 

분할이 속하고 있는 영역번호 

K 영역에서 분할의 번호 

K 영역의 I번 분할이 해당되는 천체분할번호 

I번 분할의 정계조건 

I번해 분할의 outwa펴 normal vector 방향 

(1) 분할이 자유면율 재하고 있는 캉우‘0’， 다른 영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웃하고 있는 영역번호를 취한다. 

(2) 분할이 정의되는 방향빽터에 대해 outward normal vector~ 방향이 

반시계방향얼 때 ‘ -1’, 시계방향얼 때는 ‘l’율 취한다. 그럼 C.l에서 

I영역의 1번 분할 '1’은 철점 (1)과 철점 (2)로 구생되었으며 이분할 

의 방향벡터는 양의 x축방향이다. 그러므로 이 분할에서 영역 I에 대 

한 outward normal vector의 방향은 이 문할의 방향벡터에 대해 반 

시계방향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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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요소해석을 위한 입력자료 작성 (BPSVSE.DAT 작성요령) 

해석을 위한 엽력자료착생절차는 요소생생셜명에 쓰인 예제를 롱하
여 

설명된다. 

가. 체어자료 C따d 1(1매 Free F‘'ormat) 

변수 셜명 내용 

NYL 해석대상의 영역의 갯수 

NANG (1) Load Case의 갯수 

NFRQ 계산해야될 주파수의 갯수 

RN (2) 시작주파수지청 자료 

RRF (3) 계산을 원하는 하나의 주파수 

TPRD (4) Time Wmdow 

ITEST (5) 계산수행율위한지표 

셜명 

(1) 해색하고 싶운 단충의 방향이 여러개일 때 사용하는 자료 

(2) 계산하고자하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서 전단파의 파장에서 많은 
차 

이가 발생할 경우에 새로운 경계요소률 생생하여 계산율 수행하게 

된다. 이 때 계산율 수행하는 주파수가 ‘OHz’ 가 아난 높은 주파수일 

경우에 사용한다. TPRD가 4일 때 10Hz부터 계산율 수행하려면 

4*10=40의 값율 가져야 한다. 축， 처음계산되는 주파수는 RN!rPR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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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산해야될 주파수가 하나일 때 죽， NFRQ=l인 경우 주파수 

RRF(Hz)에서만 계산이 수행된다. 

(4) 계산수행율 원하는 경우 ‘99’률 제외한 임의의 정수， 자료의 확인만 

하는 경우에는 ‘99’를 사용한다. 

나. 제어자료 C따d2 (1매 Free Fonnát) 

변수 

NMW 

SPX 

ATOL 

설명 

셜명 

(1) 

(2) 

내용 

최 대 Wavl하lUm밟· 

Spatial Period 

계산해야될 주llt수의 갯수· 

(1) Wavenumber 적분시 수행되는 최대 Wavenumber. 

(2) 해석시 계산되는 영역과 주파수의 관계이다. 

다. 하증 자료 Card(NANG매 Free Fonnat) 

변수 설명 

ANG(I) (1) 

SX(I) (2) 

SZ(I) (3) 

내용 

하충번호 

I번째 하중에서 입사파의 각도나 단충면의 각도 

진원이 위치한 X좌표 

진원이 위치한 Z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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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 

EL 

V(I) 

NB(I) 

설명 

파의 전파방향 

Haskell 모텔에서 단충의 길이 

단충파괴 천파숙도 

B하ner의 갯수 

(1) 혜석대상의 명변에서 단층이 놓여진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서 진원에 

서 만률어내는 파의 방향이 결정된다. 

(2),(3) 진윈의 위치를 사용하켜 입사되는 파의 방향율 쟁의할 수 있다. 

단위는 Km이다. 

라. 물생치 자료 Card (NYL 매 Free Format) 

변수 셜명 내용 

영역번호 

DNSTy(I) I번째 영역의 밀도 

BETA(I) (1) I번째 영역의 전단파속도 

ALPHA(I) (1) I번째 영 역의 압축파속도 

QA(I) 압축파에 대한 감쇠륙생 

QB(I) 전단파에 대한 감쇠륙성 

설명 

(1) 단위는 krn/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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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후의 요소에 관한 자료는 앞 항에 설명된 mesh2.out률 덧붙여서 사 

용한다(그럼 C.4와 그럼 C.5를 참조 바람) 

3. 결과 자료의 처리(INTRPL.DAT 작성방법) 

경계요소법율 사용하여 해석한 분지지반의 응답은 지표면에 위치한 철 

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냐 이 철점의 위치는 요소의 크기에 따라 변하므로 

원하는 곳에서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의 결과로부터 보깐하 

여야 한다. 이것율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INTRPL.FOR이다. 파TRPL.FOR 

는 두개의 입력프로그램율 준버하여야 하며 먼저 하나는 MESHl.OUT에 

서 일부에 제어자료률 더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BPSVSE.OUT률 그대 

로 사용한다. 여기서는 제어자료를 착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셜명한다. 

가. 제어자료 Card(InR Free Fonnat) 

변수 셜명 내용 

NFRQ (1) 계산이 수행된 주파수 갯수 

NX (2) 계산결과가 나타난 쩔점 의 갯수 

셜명 

(1) 여기서 사용되는 NF‘RQ는 BPSVSE.DAT에서 규정한 값과 같다. 

(2) BPSVSE.FOR률 수행하면 각 주파수에 대해 자유면에 위치한 절점 

에서만 용답이 나타나며 이 절점의 갯수는 MESHl.OUT 끝부분에서 

찾으면 된다(그럼 C.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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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치자료 Card (NX매 Fee Format) 

변수 

x(i) 

셜명 

셜명 

(1) 

(1) 

(1) 

내용 

자유변에 위치한 요소의 번호 

천체화표계에서 해당되는 요소번호 

해당요소의 X좌표 

(1) 이 자료는 MESH1.0UT의 마지막 부분율 취하면 된다(그럼 C.3과 

그럼 C.6을 참조하기 바람). 

제 2 절 충상지반해석율 위한 입력자료 작성방법 

이철혜셔는 그럼 C.7에 표시된 충상모델과 표 C.2의 물생치를 갖는 경 

우에 압력자료작성법을 셜명하고 그 예를 그럼 C.8에 나타낸다. 그러고 

해석 결과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셜명한다. 

1. 명행충상지반 해석용 입력자료작성방법<SS.INP 작성방법) 

충상반무한채 지반구조에 대한 웅답해석 프로그램 SS.FOR는 각충의 

물성치와 Source가 위치하는 충의 번호，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Frequency의 범위를 정하여 입력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63-



가. 제어 자료 Card (1매 Free Fonnat) 

변수 셜명 내용 

NYL (1) 해석대상의 명행충상의 갯수 

NF‘RQ (2) 해석에 필요한 주파수의 갯수 

DELF (2) 해석시 계산하는 주파수 간격 

VVI (3) 주파수의 허수성분 

FREQ (4) 계산을 원하는 하나의 주1I}수 

셜명 

(1) 충으로 된 지충의 갯수률 이야기하며 기반압도 포함이 된다. 

(2) 해석이 되는 주파수 영역운 많파‘에서부터 D]랴.F*'뾰‘'RQ이다. 

(3) 감쇠가 없율 경우나 짧n 주파수 용탑계산시 이용한다. 

(4) 만약 계산하고자하는 주파수가 한 개얼 때는 NF‘RQ=l 로 하고 그 

주파수를 FREQ로 입 력한다. 

나. SPATIAL PERIOD Card (1매 Free Format) 

변수 설명 

않'CTR (1) 

SPX (2) 

설명 

내용 

적분영역 계수 

SPAT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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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분을 수행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Wave Number의 범위를 나타낸 

다. 

(2) 해석시 계산되는 영역과 주파수의 관계이다. 

다. 진원자료 Card (1 매 Free Format) 

변수· 셀영 내용 

ITYPE 

ISYL 

ZS 

(1) 

(2) 

진원의 형태 

Source가 위치한 충의 번호 

Source가 위치한 깊이 

셜명 

(1) 진원의 형태가 Dip-slip 단충일 경우에는 ’DIP’, 전원의 형태가 주향 

이동성머ke-slip)단충일 경우는 ‘ST따rn’률 사용한다. 

(2) 본 표로그햄에서는 진원이 반무한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결과출력에 대한 체에자료 Card 1(1 매 Frce Fonnat) 

변수 설명 내용 

뼈
 뾰
 
m 

진원에 대한 관측점의 수명방향 거리의 갯수 

단충방향에 대해 관축점이 이루는 각의 갯수 

지표면을 포함하여 응답율 원하는 충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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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과출력 에 대한 쩌l어자료 Card II (NRD 매 Free Forrnat) 

변수 설명 내용 

수명거리에 대한 관측점 번호 

RDS(I) 1번째 관측점의 진원에 대한 수명꺼리 

바. 결과출력에 대한 쩨어자료 Card m(NAZ 매 Free Forrnat) 

변수 

I 

R(I) 

셜명 내용 

진원과의 수명각에 대한 판측점 번호 

I번째 관측점의 진원에 대한 수명각 

사. 각층의 물생치 Card (NYL 매 Free Fonnat) 

변수 

n 
DEPTH 

DNSTY 

BETA 

설명 내용 

물성치를 입력하는 충의번호 

n 층의 두께 

n 충의 벌도 

n 충의 천단파숙도 

-266-



ALPHA 

QA 

QB 

n 충의 압축파속도 

P파에 대 한 Quality Factor (감쇠륙성 ) 

S파에 대한 Quality Factor (감쇠특성) 

2. 해석결과 처리용 입력자료작성(PST.INP 작성방법) 

SS.FOR의 수행결과률 주파수영역 또는 시간영역， 그리고 가숙도 또는 변 

위성분으로의 변환율 위한 프로그램이 PST.FOR이다. 이 항에서는 

PST.INP률 작생하는 방법애 대해서 셜명한다. 역시 앞항에서 셜명한 예 

제에 대해서 작성한 압력프로그램율 그럼 C.9에 나타댔다. 

가. 제어자료 card 1 (1 매 Free Format) 

변수 

NFRQ 

NZL 

TPRD 

DELF 

FI 

설명 

셜명 

(1) 

(1) 

(2) 

(1) 

(1) 

내용 

해석에 필요한 주파수의 갯수 

관측점이 위치하는 충의 갯수 

TIME WINDOW 

해석시 계산하는 주파수 간격 

주파수의 허수성분 

(1) 이 값들은 SS.INP에서 사용된 값과 동일하다. 

(2) SS.INP에서 A‘F용한 NFRQ, DELF‘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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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자료 Card n (1 매 Free Fonnat) 

변수 설명 내용 

m 

뾰
 얀 M 

n 
m“ 
3 

찌
 

/
l
l、

/,‘ 

‘‘‘ 

---

변환형식 션택사항 1 

변환형석 션택사항 2 

RISEE TIME 

FFT 수행지표 

셜명 

(1) 결과률 주차수영역으로 변환하고 싶율 때는 ‘ SPT’, 시간이력으로 변 

환하고 싶율 때는 'TIME’를 입력한다. 

(2) 결과를 가속도생분으로 변환하고 싶은 경우는 ‘ACC’, 변위생분으로 

변환하고 싶율 때는 ’ DIS’를 입력한다. 

(3) 단층이동함수의 Rise time이다. 

(4) FFT률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서 2**M> (2*NFRQ)률 만축하 

는 최소의 정수이다. 

다. 변환자료는 SS.fo베서 출력된 결과를 덧붙여서 사용하며 그럼 C.9에 

체어부를 제외한 부분이 SS.OUT부분-:>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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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점의 좌표 표 C.1 

Z 좌표 X 좌표 철점번호 

0.00 
0.00 

30.00 
20.00 
20.00 
0.00 
0.00 

-120.00 
-30.00 
-15.00 

0.00 
1.8.00 
30.00 

120.00 

l 
2 
3 
4 
5 
6 
7 

충상모웰의 물성치 표 C.2 

충번호 두께 밀도 B· q·· Q 
(krn) (1l/an 3

) (km!S) {krn/S} 

0.1 l.8 0.8 l.5 50 1 

80 2.0 l.2 2.0 02 2 

80 3.6 2.0 2.4 0.3 3 

100 5.0 2.8 2.6 0.4 4 

160 

• -_. --… -‘ _._._-“•• 

6.0 

* s-파확도， ** p-파숙도， *** Qu외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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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120000E+03 O.OOOOOOE+OO 
2 -0.300000E+02 O.OOOOOOE+OO 
3 -0. 150000E+02 0.307000E+02 
4 O.OOOOOOE+OO 0.203000E+02 
5 0.150000E+02 0.200000E+02 
6 0.300000E+02 O.OOOOOOE+OO 
7 0.I20000E+03 O.OOOOOOE+OO 
뼈. OF EL9표:NT = 45 

I 1 2 12 
2 2 6 8 
3 6 7 12 
A 2 3 5 
5 3 4 3 
6 4 5 2 
7 5 6 4 
1 0.900000E-Ol 0.750α)()E-02 0.800000E-02 
2 0.600000E-Ol 0.750000E-02 0.8α)()()()E-02 
3 0.900000E-Ol 0.750000E-02 0.8아)()()()E-02 
4 0.341686E-Ol 0.683371E-02 0. 8OOOOOE-02 
5 0.182527E-Ol 0.60없22E-02 0. 8OOOOOE-02 
6 0.150030E-Ol 0.750150E-02 0.800000E-02 
7 0.250000E-Ol 0.625000E-02 0.800000E-02 

1 1 -0.1163E+00 O.OOOOE+OO 
2 2 -O.1088E+OO O.OOOOE+OO 
3 3 -0.1013E~.OO O.OOOOEtOO 
4 4 -0.9375E-Ol O.OOOOE+OO 
5 5 -0.8625E-Ol O.OOOOE+OO 
6 6 -0.7875E-Ol O.COCOE+OO 
7 7 -0. 7125E-01 O.OOOOE+OO 
8 8 -0.6375E-Ol O.OOOOE+CO 
9 9 -0.5625E-Ol O.OOOOE+OO 

10 10 -0.4875E-Ol O.OOOOE+OO 

그림 C.3 MESH1.0UT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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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0. 4125E-01 O.OOOOE+OO 
12 12 -0.3375E-01 O.OOOOE+OO 
13 13 -0.2625E-01 O.OOOOE+OO 
14 14 -0.1875E-01 O.OOOOE+OO 
15 15 -0.1125E-01 O.OOOOE+OO 
16 16 -0.3750E-02 O.OOOOE+OO 
17 17 0.3750E-02 O.OOOOE+OO 
18 18 0.1125E-01 O.OooOE+OO 
19 19 0.1875E-01 O.OooOE+OO 
20 20 0.2625E-01 O.ooooE+OO 
21 21 0.3375E-01 O.OooOE+OO 
22 22 0.4125E-Ol O.OOOOE+ùO 
23 23 0.4875E-01 O.OOOOE+OO 
24 24 O.~625E-01 O.COOOE+OO 
25 25 0.6375E-01 O.ooOOE+OO 
26 26 0.7125E-01 O.OOOOE+OO 
27 27 0.7875E-01 O.OOooE+OO 
28 28 0.8625E-01 O.oooOE+oo 
29 29 0.9375E-01 O.OOOOE+OO 
30 30 0.1013E+00 O.OOOOE+OO 
31 31 0.1088E+00 O.OOOOE+oo 
32 32 O.ll63E+oo O.OOOOE+oo 

NO. OF SURFACE ELE때~’ = 32 

그림 C.3 MESHl.OUT 의 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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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 아뻐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α>OE+01 O. OOOO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C.l000E+Ol O.OOOOE+OO 
0.1000E+Ol O. 아)ooE+OO 
0.4390E+00 0.8985E+00 
C.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8218E+00 -0. 5698E+00 
0.8218E+00 -0.5698E+00 
0.8218E+00 -0.5698E+00 
0.9998E+00 -0.2000E-Ol 
0.9998E+00 -0.2000E-Ol 
0.6000E+00 -0.8000E+00 

o 1 
o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O.OOOOE+OO 
O.OOOOE+OO 
O.OOOOE+OO 
O.α>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0.3070E-02 
O.9210E.02 
0.1535E-Ol 
0.2149E-Ol 
0.2763E-Ol 
0.2897E-Ol 
0.2550E-Ol 
0.2203E-Ol 
0.20영E-Ol 

0.2008E-Ol 
0.1750E-Ol 

2 7 19 0 
2 8 20 0 
2 9 33 1 
2 10 34 2 
2 11 35 3 
2 12 36 4 
2 13 37 5 
2 14 38 6 
2 15 39 7 
2 16 40 8 
2 17 41 9 
2 18 42 10 
2 19 43 11 
2 20 44 12 
2 21 45 13 
2 22 46 14 

1 0.7500E-02 -0. 1163E+00 
2 0.7많>OE-02 -o.1088E+00 
3 0.75OOE-02 -0.1013E+00 
4 0.75OOE-02 -0.9375E-Ol 
5 0.7500E-02 -0.8625E-Ol 
6 0.7500E-02 -0.7875E-Ol 
7 0.7500E-02 -0.7125E-Ol 
8 0.7500E-02 -0.6375E-Ol 
9 0.7500E-02 -0.5625E-Ol 

10 0.7500E-02 -0.4875E-Ol 
11 0.75ooE-02 -0.4125E-Ol 
12 0.7500E-02 -0.3375E-Ol 
13 0.68웠E-02 -0.2850E-Ol 
14 0.8834E-02 -0.255OE-Ol 
15 0.6834E-02 -0.2250E-Ol 
16 0.6834E-02 -0. 1950E-Ol 
17 0.6834E-02 -0. 1650E-Ol 
18 0.6084E-02 -0. 1250E-Ol 
19 0.6084E-02 -0. 7500E-02 
20 0.6084E-02 -0.2500E-02 
21 0.7502E-02 0.3750E-02 
22 0.7502E-02 0.1125E-Ol 
23 0.6250E-02 0.1688E-Ol 

,.‘ 
1li 

,.‘ 
,.‘ 
,.‘ 
,.‘ 
,
l‘ 
,.‘ 
,.‘ 
,
l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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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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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모SH2.0UT의 예(계속) C.4 그림 

-276-



0.6000E+00 -0.8000E+00 
0.6000E+00 -0.800úE+OO 
0.6000E+OO -0.8000E+00 
O.I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OOO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ÙOE+Ol O.OOOOE+OO 
O.1000E+Ol O.OOOOE+OO 
O.lvûO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0<에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4390E+00 0.8985E+00 
0.4390E+OO 0.8985E+00 
0.4390E+OO 0.8985E+OO 
0.4390E+00 0.8985E+OO 
0.4390E+α) 0.8385E+OO 
0.8218E+OO -0.5698E+OO 
0.8218E+OO -0.5698E+OO 
0.8218E+00 -0.5698E+OO 
0.9998E+OO -0.2000E-Ol 
0.9998E+OO -0.2000E-Ol 
0.6000E+00 -0.8000E+OO 
0.6000E+00 -0.8000E+OO 
O.6000E+00 -0.8000E+OO 
0.6000E+OO -0.8000E+00 

0.1250E-Ol 
0.7500E-02 
0.2500E-02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0.3070E-02 
0.9210E-02 
0.1535E-0l 
0.2149E-Ol 
0.2'163E-Ol 
0.2897E-Ol 
0.2550E-Ol 
0.2203E-Ol 
O.2023E-Ol 
0.2008E-Ol 
O.1750E-Ol 
O.1250E-Ol 
0.7500E-02 
O.2500E-02 

0.6250E-02 0.2063E-Ol 
0.6250E-02 0.2438E-Ol 
0.6250E-02 O.2813E-Ol 
0.1500E-02 0.3315E-Ol 
0.1500E-02 0.4125E-Ol 
0.1500E-02 0.4875E-Ol 
0.1500E-02 0.5625E-Ol 
0.1500E-02 0.6375E-Ol 
0.1500E-02 0.1125E-Ol 
0.1500E-02 0.7815E-Ol 
0.1500E-02 0.8625E-Ol 
0.1500E-02 0.9315E-Ol 
0.1500E-02 0.1013E+00 
0.1500E-02 0.1088E+OO 
0.7500E-02 0.1163E+00 
0.7500E-02 -0.2625E-Ol 
0.1500E-02 -0. 1875E-Ol 
0.1500E-02 -0.1125E-Ol 
0.1500E-02 -0.3150E-02 
0.1닮>OE-02 0.3750E-02 
0.1500E-02 0.1125E-Ol 
0.15OOE-02 0.1815E-Ol 
0.1500E-02 O.2625E-Ol 
0.6834E-02 -O.2850E-Ol 
0.6834E-02 -0.255OE-Ol 
0.6834E-02 -0.225OE-Ol 
O.6834E-02 -0.195OE-Ol 
U.6834E-02 -0.1650E-Ol 
O.6084E-02 -0.1250E-Ol 
0.6084E-02 -0. 1500E-02 
0.6084E-02 -0.2500E-02 
O. 150양-02 0.315OE-02 
0.1502E-02 0.1125E-Ol 
O.6250E-02 0.1688E-Ol 
0.6250E-02 O.206:E-Ol 
0.6250E-02 O.2438E-Ol 
O.6250E-02 O.2813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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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4 



2 1 40 1. 0 0.2500 4.0 100 
12000 25.0 1.0E-5 9. OdO 
1 0.000 0.00 2.00 1. 0 1. 0 1. 0 
1 2.66 2.000 4.000 100.0 100.0 
2 2.60 1. 000 2.000 100.0 100.0 
1 38 14 1 
2 22 14 0 
1 l 
2 2 
3 3 
4 4 
5 r니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1 1 0 0 

그림 C.5 BPSVSE.DAT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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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ooE+Ol O.OOOOE+OO 
O. loooE+Ol O. α)ooE+OO 

O.loooE+Ol O.OOOOE+OO 
O. loooE+Ol O. α)ooE+OO 

O. loooE+Ol O. α)ooE+OO 

0.1000E+Ol O.OOOOE+OO 
O. loooE+Ol O. 아)ooE+OO 
0.loo0E+Ol O.OOOOE+OO 
0.10ooE+Ol O.oooOE+oo 
0.10ooE+Ol O.OOOOE+OO 
O. l000E+Ol O. 아)ooE+OO 
0.10ooE+Ol O. OOúOE+oo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00 
0.4390E+00 0.8985E+OC 
0.8218E+00 -0.5698E+00 
0.8218E+00 -0.5698E+00 
0.8218E+00 -0.5698E+00 
0.9998E+00 -0.2oo0E-Ol 

o 1 
o 1 
o 1 
o 1 
o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α>OOE+OO 

O.oooOE+OO 
0.3070E-02 
0.9210E-02 
0.1535E-Ol 
0.2149E-Ol 
0.2763E-Ol 
0.2897E-Ol 
0.2550E-Ol 
0.2203E-Ol 
0.2023E-Ol 

2 4 16 0 
2 5 17 0 
2 6 18 0 
2 7 19 0 
2 8 20 0 
2 9 33 1 
2 10 34 2 
2 11 35 3 
2 12 36 4 
2 13 37 5 
2 14 38 6 
2 15 39 7 
2 16 40 8 
2 17 41 9 
2 18 42 10 
2 19 43 11 
2 20 44 12 
2 21 45 13 
2 22 46 14 

1 0.7500E-02 -0.1163E+OO 
2 0.75OOE-02 -0.1088E+00 
3 0.7500E-02 -0.1013E+00 
4 0.7500E-02 -0.9375E-Ol 
5 0.1500E-02 -0.8625E-Ol 
6 0.7500E-02 -0.7875E-Ol 
7 0.1500E-02 -0. 7125E-Ol 
8 0.1500E-02 -0.6375E-Ol 
9 0.1500E-02 -0.5625E-Ol 

10 0.1500E-02 -0.4875E-Ol 
11 0.1500E-02 -0.4125E-Ol 
12 0.1500E-02 -0.3315E-01 
13 0.6834E-02 -0.2850E-Ol 
14 O.6834E-02 -0.2550E-Ol 
15 0.6834E-02 -0.2250E-Ol 
16 0.6834E-02 -0.1950E-Ol 
11 0.6834E-02 -0. 1650E-Ol 
18 0.6084E-02 -0. 1250E-Ol 
19 0.6084E-02 -0. 1500E-02 
20 0.6084E-02 -0.2500E-02 
21 0.7502E-02 0.375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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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98E+00 -0.2000E-Ol 
O.6000E+oo -0.8000E+00 
O.6000E+oo -0.8000E+00 
O.6000E+oo -0. 8000E+00 
O.6000E+oo -0.8000E+00 
0.1아>OE+Ol O.ooOOE+oo 
0.1아>O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O.l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tOO 
0.1000E+Ol O.OOOùE+oo 
O.I000E+Ol O.OOOOE+oo 
O.lOOOE+Ol O.ooOOE+oo 
0.1아>OE+Ol O.OOOOE+OO 
O.l000E+Ol O.OOOOE+OO 
0.1000E+Ol O.OOOOE+OO 
0.1아>O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1α>OE+Ol O.OOOOE+oo 
O.l000E+Ol O.OOOOE+oo 
O.I000E+Ol O.OOOOE+oo 
0.4390E+00 0.8985E+OO 
0.4390E+00 0.8985E+OO 
O.4390E+OO 0.89B5E+OO 
0.4390E+OO 0.8985E+00 
0.4390E+00 0.8985E+00 
0.8218E+OO -0. 5698E+OO 
0.8218E+OO -O.5698E+OO 
0.8218E+OO -0.5698E+OO 
0.9998E+OO -0.2000E-Ol 
0.9998E+OO -0.2000E-Ol 
0.6000E+00 -0.8000E+00 
0.6000E+OO -O.8000E+oo 
0.6000E+00 -0.8000E+00 
O.6000E+oo -0.8000E+OO 

0.2008E-Ol 
0.1750E-Ol 
0.1250E-Ol 
O. 7500E-02 
O.2500E-02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 아)()()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O.OOOOE+OO 
0.3070E-02 
0.9210E-02 
O.1535E-Ol 
C.21t9E-Ol 
O.2763E-Ol 
0.2897E-01 
O.2550E-Ol 
0.2203E-Ol 
0.2023E-Ol 
0.2008E-Ol 
0.1'?50E-Ol 
0.1250E-Ol 
0.7500E-02 
0.2500E-02 

0.7502E-02 0.1125E-Ol 
0.6250E-02 0.1688E-Ol 
0.6250E-02 0.2063E-Ol 
0.6250E-02 0.2438E-Ol 
0.6250E-02 0.2813E-Ol 
0.7500E-02 0.3375E-Ol 
0.7500E-02 0.4125E-Ol 
0.7500E-02 0.4875E-Ol 
O.7500E-02 0.5625E-Ol 
0.7500E-02 0. ò375E-Ol 
0.7500E-02 0.7125E-Ol 
O.7500E-02 0.7875E-Ol 
0.7500E-02 0.8625E-Ol 
0.7500E-02 0.9375E-Ol 
0.7500E-02 0.1013E+OO 
0.7500E-02 0.1088E+OO 
0.7500E-02 0.1163E+OO 
0.7500E-02 -0.2625E-Ol 
0.7500E-02 -0. 1875E-Ol 
0.7500E-02 -0. 1125E-Ol 
0.7500E-02 -0.3750E-02 
0.7500E-02 0.3750E-02 
0.7500E-02 0.1125E-Ol 
0.7500E-02 0.1875E-Ol 
0.7500E-02 0.2625E-Ol 
0.6834E-02 -0.2850E-Ol 
0.6834E-02 -0.2550E-Ol 
0.6834E-02 -0.2250E-Ol 
O.6834E-02 -0. 1950E-Ol 
0.6834E-02 -0. 1650E-Ol 
0.6애4E-02 -O.1250E-Ol 
0.6084E-02 -0. 7500E-02 
0.6084E-02 -0. 2500E-02 
0.7502E-02 0.3750E-02 
0.7502E-02 0.1125E-Ol 
0.6250E-02 0.1688E-Ol 
0.6250E-02 0.2063E-Ol 
0.6250E-02 0.2438E-Ol 
0.6250E-02 0.2813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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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32 
1 -O.II63E+OO O.OOOOE+OO 

2 2 -0.1088E+00 O.OOOOE+OO 
3 3 -0.1013E+00 O.OOOOE+OO 
4 4 -0.9375E-Ol O.OOOOE+OO 
5 5 -0.8625E-Ol O.OOOOE+OO 
6 6 ':'0.7875E-Ol O.OOOOE+OO 
7 7 -0. 7125E-Ol O.OOOOE+OO 
8 8 -0.6375E-Ol O.OOOOE+OO 
9 9 -0.5625E-Ol O.OOOOE+OO 

10 10 -0.4875E-Ol O.OOOOE+OO 
11 11 -0. 4125E-01 O.OOOOE+OO 
12 12 -0.3375E-Ol O.OOOOE+OO 
13 13 -0.2625E-Ol o.α)OOE+OO 

14 14 -0.1875E-Ol O.OOOOE+OO 
15 15 -0.1125E-Ol O.OOOOE+OO 
16 16 -0.3750E-02 O.OOOOE+OO 
17 17 O. 3750E-02 O. OOOOE+OO 
18 18 0.1125E-Ol O.OOOOE+OO 
19 19 0.1875E-Ol O.OOOOE+OO 
20 20 0.2625E-Ol O.OOOOE+OO 
21 21 0.3375E-Ol O.OOOOE+OO 
22 22 0.4125E-Ol O.OOOOE+OO 
23 23 0.4875E-Ol O.OOOOE+OO 
24 24 0.5625E-Ol O.OOOOE+OO 
25 25 0.6375E-Ol O.OOOOE+OO 
26 26 0.7125E-Ol O.ooooE+OO 
27 27 0.7875E-Ol O.OOOOE+OO 
28 28 0.8625E-Ol O.OOOOE+OO 
29 29 0.9375E-Ol O.oooOE+OO 
30 30 0.1013E+00 O.OOOOE+OO 
31 31 0.1088E+00 O.ooOOE+OO 
32 32 0.1163E+00 O.OOOOE+OO 

NO. OF SURFACE ELEM하r = 32 

그림 C.6 INTRPL.DAT의 작성 예 (a)INTRPL1.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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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E+Ol 0.2500000E+00 130 
l 1 0.11081E-03 -0.20344E-03 -0.15956E-02 0.15725E-03 
l 2 -0.31185E-04 -0.62184E-04 -0.14857E-02 0.10938E-03 
l 3 -0.10419E-03 0.14422E-04 -0.14089E-02 0.91888E-04 
1 4 -0.15262E-D3 0.67441E-04 -0.13341E-02 0.80023E-04 
1 5 -0.20062E-03 0.11709E-03 -0.12564E-02 0.70091E-04 
l 6 -0.24839E-03 0.16366E-03 -0.11739E-02 0.61709E-04 
1 7 -0.30191E-03 0.21151E-03 -0.10843E-02 0.54294E-04 
1 8 -0. 36711E매3 0.26426E-03 -0.98513E-03 0.47890E-04 
1 9 -0.45275E-03 0.3Z67~-03 -0.87364E-03 0.42941E-04 
1 10 -0.57542E-03 0.40742E-03 -0.74562E-03 0.40647E-04 
1 11 -0.77641E-03 0.52651E-03 -0.59570E-03 0.44818E-04 

12 -0.12291E-02 0.76613E-03 -0.44653E-03 0.84279E-04 
1 13 0.30386E-02 -0.19554E-02 -0. 13021E-Ol 0.78343E-02 
1 14 0.17578E-02 -0.11430E-02 -0. 13283E-Ol 0.80393E-02 
1 15 0.10258E-02 -0.68422E-03 -0. 13566E-Ol 0.82206E-02 
1 16 0.44805E-03 -0.32314E-03 -0. 13855E-Ol O. 없824E-02 
1 17 -0.63119E-04 -0.45980E-06 -0.140앓:E-Ol 0.84821E-02 

18 -0. 59741E.애'3 0.33642E-03 -0. 14142E-Ol 0.85099E-02 
1 19 -0.12497E-02 0.75239E-03 -0. 14213E-Ol 0.85086E-02 
1 20 -0.24247E-02 0.15117E-02 -0. 14345E-Ol 0.85223E-02 
1 21 0.10252E매2 -0.61770E-03 -0.15963E-03 -0.92173E-04 

22 0.58188E-D3 -0.37693E-03 -0.39452E-03 -0.83720E-04 
1 23 0.39213E매3 -0.26079E-03 -0.58916E-03 -0.60606E-04 
l 24 0.27840E-D3 -0.18304E-03 -0. 74638E-03 -0.39542E-04 

25 0. 2OO11E-03 -0.12318E-03 -0.87914E-03 -0.20433E-04 
1 26 O. t4J15E-03 -0.72736E-04 -0.99482E-03 -0.26860E-05 

27 0.9때40E-04 -0.26941E-04 -0.10981E-02 0.14275E-04 
1 28 0.50047E-04 0.17811E-04 -0.11922E-02 0.31090E-04 

29 0.62940E-05 0.65815E-04 -O.12804E-02 0.48955E-04 
30 -0.38210E-04 0.11726E-03 -0.13649E-02 0.68463E-04 
31 -0.10786E-03 0.19239E-03 -0.14527E-02 0.95031E-04 

1 32 -0.24600E-03 0.33089E-03 -0.15788E-02 0.15705E-03 
0.2000000E+Ol 0.5000000E+00 130 

l -0.66851E-04 -0.79779E-03 -0.28686E-02 0.18326E-02 
2 -0.10616E-03 -O.44967E-03 -0.2734π-02 O.I6472E-02 

1 3 -0.12138E-03 -0.25458E-03 -0.26128E-02 0.15380E-02 
4 -0. 12909E-03 -0.11501E-03 -0.24852E-02 O.14396E-02 

그림 C.6 INTRPL.DAT의 작성예 (b)INTRPL2.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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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86E-02 0.13413E-02 
-0.22000E-O'2 0.124O'5E-02 
-0.20357E-02 0.11340E-02 
-0.18513E-02 0.10192E-02 
-0.16404E-02 0.89377E-03 
-0.13928E-02 0.75475E-03 
-0.10919E-02 0.6O'194E-03 
-0.734O'3E-03 O'.4991O'E-O'3 
-0. 1 2143E-Ol 0.23409E-O'l 
-O'.12286E-Ol O.24051E-O'l 
-0. 1 2522E-Ol O.24626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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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 • h 1 ~.βl ’티， 얘1 r 

Zl 

h 2 0.2 ’면 ，단• 0s2 
Z2 

h3 
Z3 

3 ’ β3 ’ ~’ QB 없3 

h4 0.
4 ’% ’%’ 잃4 

Z4 

source o.5.ß5 ’안’ C B5 

z 

그림 C.7 평행충상지반모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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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α0625， 0.03, 0.0 

10, 15.0, 150.0 
’DIP' 5, 6.0 
1, 1, 3 
1, 30.0 
1, 0.0 

0.1, 2.ô, 0.4, 0.8, 80.0, 300.0 
2, 0.1, 2.6, 0.8, 1.6, 80.0, 300.0 
3, 0.2, 2.6, 1.2, 2.4, 100.0, 300.0 
4, 0.3, 2.6, 1.6, 3.2, 200.0, 300.0 
5, 0.5, 2.6, 2.0, 4.0, 200.0, 300.0 

그럼 C.8 SS.INP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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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1.60 0.0625 0.03 2 
’TIME' 'ACC’ 0.25 9 
.αX>E+O .2앉퍼-6 .901E-8 
.κ정E-1 -.229E-5 .150E-5 
.125E+0 .6않퍼-5 -.3앉)E-5 

.188E+0 -.104E-4 .841E-5 

.249E+0 .623E-5 -.145E-4 

.318E+0 .650E-5 .171E-4 

.379E+0 -.194E-4 -.907E-5 

.432E+O .188E-4-.앓6E-5 

.4'앉표+0 -.142E-4 .417E-5 

.56::iE+0 .1.t깅g-4 -.110E-4 

.643E+O -.770E-5 .2야표-4 

.665E+0 -.279E-5 .'.261E-4 

.748E+0 .175E-4 .262E-4 

.811E+0 -.343E-4 -.142E-4 

.873E+0 .4닷)E-4 -.115E-4 

.잃6E+0 -.374E-4 .448E-4 

.268E-6 .없7E-8 .273E-6 .888E-8 
-.228E-5 .149E-5 -.227E-5 .146E-5 
.688E-5 -.392E-5 .679E-5 -.381E-5 

-.996E-5 .831E-5 -.973E-5 .796E-5 
.620E-5 -.143E-4 .607E-5 -.134E-4 
.6Z깅g-5 .166E-4 .않3E-5 .157E-4 

-.186E-4 -.없5E-5 -.159E-4 -.803E-5 
.178E-4 -.211E-5 .147E-4 -.131E-5 

-.133E-4 .374E-5 -.108E-4 .247E-5 
.131E-4 -.99IE-5 .96IE-5 -.644E-5 

-.708E-5 .181E-4 -.517E-5 .120E-4 
-.207E-5 -.정8E-4 -.1&표-6 -.104E-4 
.143E-4 .껑4E-4 .566E-5 .113E-4 

-.280E-4 -.1낌E-4 -.100E-4 -.613E-5 
.359E-4 -.838E-5 .1α)E-4 -.않3OE-6 

-.29IE-4 .앓6E-4 -.725E-5 .401E-5 

그럼 C.9 PST.INP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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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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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목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내진설계시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의 타당성있는 평가는 

유연하고 지반구성이 복잡한 부지에 건셜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과 간편함 때문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부분구조법이 많이 이용된다. 부분구 

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서 지반 엄피던스함수의 

결정은 유효기초입력운동의 정의 및 구조용답해석과 함께 핵심적 

인 과정이므로 임피던스합수에 관련된 기술의 이론적 배경 파악파 

계산 및 응용방법의 개발과 정립은 필수적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해석에서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지반 임피던스의 계산방법과 그 특성을 고찰하 

고， 특정한 조건을 갖는 기초의 임피던스함수 계산법을 정리하였 

다. 

진동수에 무관한 임피던스를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해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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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때 Whitman 공식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과 
적용한계 설정， 그리고 진동수에 무관한 엄피던스의 사용 범위 확 

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 연구개발 결과와 활용에 대한 건의 

지반 임피던스함수의 개괄적인 계산방법과 그 특성이 파악되었 

고， 특정조건(충상지반， 묻힌기초， 임의형태기초， 비균질지반 상의 

기초 둥)을 갖는 .1J 초의 임피던스함수 계산법이 정립되었다. 또한 

웅용방법에 대한 연구결파로 Whitman 공식에 의해 진동수에 무관 
한 엄펴던스를 결정하는 기존방법온 균질 반무한지반 장의 표면기 

초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올 알았다. 또한 진동수에 무판한 임 

펴던스로서 지반-구초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룰 기준으로 결정 

한 임피던스를 사용하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보다 타당성있게 상호작용 효과률 평가할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활용 

함에 있어서 대형내진모델시험을 통하여 검증내지는 보완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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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함수 (ç= 0.0) 

그렴 4.2 균질 반무한지만 ( JI = 1/3) 위의 원형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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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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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9 묻힌기초에서 묻힘정도를· 고려하여 동척강도 

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무차원 그래프 

그림 5.10 수직과 수명 발산감쇠의 모형 

그림 5.11 동적강도계수와 동적감쇠계수 결정에 필요한 

계수 

그림 5.12 수직병진 임피던스함수에 미치는 기초의 

유 연 성 영 향 ( 11 = 0.4, 11 f = 0.0) 

그림 5.13 수평촉 회전 임피던스합수에 미치는 기초의 

유 연 성 영 향 ( 11 = 0.4, 11 f = 0.0) 

그림 6.1 원자로건물의 단면도 

그림 6.2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선 

그립 6.3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셜계웅답스팩트 

렴과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선의 웅급 

스펙트럼 비교 

그림 6.4 폴라크해인 위치에서의 감쇠윷 5%에 대한 충 

웅답스팩트럽 (Vs = 2000 fps, 11 = 0.25, ç= 5 

% 인 반무한체 상의 표면기초) 

그림 6.5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스펙 

트럽 (Vs = 2000 fps, 11 = 0.25, ç= 5 % 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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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체 상의 표면기초) 

그렴 6.6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 

응답스펙트럽 (V s = 2000 fps , 11 = 0.25, ç= 5 

% 인 반무한체 상의 표면기초) 

그림 6.7 폴라크래인 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 

웅답스팩트럽 (V s(TOP) = 1000 fps, V s(H) = 
3500 φs， H/R = 1) 

그림 6.8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스팩 

트 럽 (V s(TOP) = 1000 fps , V s(H) = 3500 fps , 

HIR = 1) 

그림 6.9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 

웅답스펙트럼 (V s(TOP) = 1000 fps , V s (H) = 
3500 fps, HIR = 1) 

그림 6.10 폴라크레인 위치에셔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스펙트럽 (Vs(흑연= 3500fps, V s(기초쩌면) 

= 3500 fps , D/R = 0.3) 

그립 6.11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스팩 

트럼 (Vs(측면= 3500fps, V s(기초져연= 3500 

fps , D/R = 0.3) 

그림 6.12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윷 5%에 대한 

충웅답스펙트럽 (Vs(흑연) = 35oofps, V s(기초져연) 

= 3500 fps, D/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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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지진이나 폭발압과 같은 충격하중올 받는 구조물은 물론， 편섬회전 

자를 갖는 회전기계의 기초는 지반과 동적 상호작용올 일으킨다.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은 강체 표면기초를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지반이 견고하면 무시될 수 었으나， 강체 표면기초의 정우라도 지반이 

유연하거나 묻힌기초의 경우에논 그렇지 않으므로 혜석 컬과에 그 영 

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모탤올 작성혜야 한다. 

지반의 영향을 해석모웰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동척해석방법에 따라 

다르다.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에 의한 칙접법 (direct approach)에 

서는 지반올 직접적으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모탤에 포함시킨 

다. 그러 나 반무한체 이 론에 업 각한 부분구조법 (substructure approach) 

에서는 지반의 특성을 스프링과 댐퍼로 나타댄다. 이를 임피댄스 또는 

동척강도라 한다. 

구조물과 지반의 동적 상호작용올 고려한 기초진동문제애 대한 연 

구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탄성체 또는 점탄성체내에셔의 파전달 

이론이 동적 상호작용올 고려한 기초진동문제 혜철의 현대척 접근방 

법의 기초가 되었고， 1904년 Lamb 이 발표한 집중하중에 대한 반무한 

탄성체의 진동(동적 Boussinesq 문제)에 판한 연구가 었은 후로 괄목 

할 파전달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주로 지진학과 용용역학 분야에서 연 

구된 많은 파전달이론의 웅용이 탄성동역학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Reissner가 반무한탄성체 위의 놓인 원형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 

중에 대한 판의 용답올 발표함으로써 1936년에 처옴으로 발산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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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규명되었고 최근에는 Gazetas(I983)와 Nov와((1987)에 의하여 

기계기초의 진동해석과 설계에 대한 기술현황분석에서 임피던스합수 

에 판한 연구결과가 광범위하게 조사된 바 었다. 

이 보고서는 제1장 서론올 포함하여 일곱장으로 구성되어 었다. 제2 

장에서는 지반 임피던스합수의 정의와 임피던스합수에 영향올 주는 

여러가지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 혜석에서 임피딘스의 반영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쩨3장에서는 임피던스합수의 계산방법인 연속체방법과 불연속체방 

법에 대하여 언급한 다옴， 체4장에셔 연속체방법에 속한 Green 함수롤 

이용하는 반해석방법에 의혜 계산된 반무한체 상의 강체 원형기초의 

임피던스합수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특정환 조건을 가지는 기초， 측 충상지반 상의 표면기 

초， 묻힌기초， 임의형태기초， 비균질지반 상의 기초와 기초매트의 유연 

성을 고려환 경우의 임피댄스합수 철청에 대한 내용올 상술한다. 

제6장에서는 지반의 충상 및 기초의 묻힘효과를 공학적으로 타당성 

었게 고려할 수 었는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임피던스를 결청하는 방 

법과 지반-구초불 상호직용해석에서 그 사용한계를 체시한다. 마지막 

으로 컬론올 제7장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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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임피던스함수 

제1절 임피던스함수와 컴플라이언스함수의 관 

계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서 지반올 임피던스 

합수 또는 컴플라이언스합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임피먼스함수와 컴플 

라이언스함수는 서로 역합수의 판계이다. 

1. 엄피던스합수의 정의 

지반의 엄피먼스(imp혀따lce)는 무질량 캉체기초의 변위 (또는 회천 

각)에 대한 청상상태의 하중 (또는 모멘트) 크기의 비로서 청의된다 

(G없etas 1983, Prakash et al. 1988). 즉， 구조물 기 초와 지 반 경 계 변 

에서의 걱· 자유도예 대하여 혐-변위 판계식으로부터 임피딘스를 구한 

다. 예로서 그림 2.l(a)와 같은 기계기초의 임피던스합수는 그림 2.l(b) 

와 같은 무질량 강체기초로 대체혜서 결정된다. 

수칙방향 진동에 대한 엄피던스 Kz는 

K 
Rz(t) - --~~-~ 

Z z(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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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Rz{ t) 는 기초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지반 저항력의 합， 

효z e iωt 이며， 결과적으로 수직방향의 동하중과 같게 된다. 그리고 

z(t) 는 기초와 지반 경계면의 퉁침하량， 조 e iωt 이다. 

수직축에 대한 회전방향(비릎)의 임피던스 K~， 수평방향의 임피던 

스 K" 와 K y , 수명촉에 대한 회천방향의 임피던스 K. 도 식 (2.1) 

과 같이 쟁의될 수 있을 뿔만 아니라， 수평방향파 수평촉에 대한 회전 

방향이 연계되는 진동조건에서의 임피던스 K +x; 또는 K+y도 마찬가지 

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2.1(a)와 같온 시스댐에서는 발산감쇠 (radiationa1 없mp피g)가 

있기 때문에 동하중에 대한 변위용답온 일반적으로 위상차률 갖재된 

다. 변위를 작용하는 하중과 in-phase인 성분과 900 out-of-phase~ 

성훈(속도와 in-phase인 성분)으로 분혜할 수 있으므로 하충과 변위률 

복소수로 표현하면 편리하다. 따라서 식 (2.1)의 얻피던스를 

K::< ω ) = Kzl ( ω ) + i K z;.( ω ) . ( i =-r-T) (2.2) 

로 다시 쓸 수 있으.며， 청자 z는 진동형돼에 따라 x (또논 y ), t , tx 

(또는 ty ), cþ 가 된다. 그리고 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공혀 

진동수 ω 의 합수이다. 

무차원진동수 Go 를 

ao == 
ωR 

V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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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면， 이때 ω는 입력 동하중의 진동수( rað/sec ), R은 기초 

의 치수(원형기초인 경우는 반경， 직사각형기초인 경우는 폭의 반)， 그 

리고 Vs는 지반의 전단파속도가 된다. 식 (2.2)를 %로 나타내면， 

K z = K zo ( k( ω ) + i ao c( ω ) ) (2.4) 

가 되며， 여기서 Kzc는 지반의 정적강도， k와 C는 각각 동적강도계수 

와 동적감쇠계수이다. 

지반의 발산감쇠와 재료감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디l웅원리 

(correspondence principle)를 적 용하면 (Wolf 1985), 식 (2.4)는 

K z = K zo ( k + i aoc ) ( 1 + i 2ç ) (2.5) 

로 수정된다. 여기서 t 는 채료감죄율이다. 

2. 컴플라이언스함수의 정의 

지반의 컴플라이언스(comp1iance)는 기초에 작용하는 풍하충에 의 

하여 발생하는 동적 저항력 (또는 모멘트)에 대한 풍적 변위 (또는 회 

전각)의 비로 정의된다(Gazetas 1983, pr와æsh et al. 1988). 이 합수를 

동적유연도라고도 한다. 

예로서 수직진동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Fz를 정의에 따라 식 (2.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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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z = 강.t:L 
R z{ t) 

(2.6) 

또한 윗 식을 염피던스함수의 경우와 같이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도E 
-', 

Fz = Fz l ( ω) + i Fz2( ω) (2.7) 

식 (2.7)의 첨자 z 는 진동형태에 따라 x (또는 y), t , tx (또는 ty) , CÞ 

가 된다. 

식 (2.7)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각각 기초에 작용하는 지반반력에 

in-phase<<v' 기초의 변위성분과 900 out-of-phase인 기초의 변위성분 

을 나타낸다. 평면적으로 대청점올 갖는 기초의 수칙컴플라이언스와 

비훌컴플라이언스는 각각 동일한 기초의 수직임피댄스와 비훌임피던 

스의 역이다. 즉 

Fø ::.; 꽉
~~ø 

(2.8) 

이고， 첨자 a는 진동형태를 나타내며 수직진동 z와 비릎진동 @를 나타 

낸다. 그러나 수평진동파 수명촉에 대한 회전진동은 서로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식 (2.9)과 같이 관련된 임피던스행렬의 역 

을 구함으로써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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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쩌
 

F 

(2.9) 
fζaJI 

식 (2.9)의 첨자 a는 수평진동에 대한 첨자 x 또는 y가 된다. 

직 (2.7)의 컴플라이언스함수를 종종 식 (2.10)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 

다. 

F z = 녕강 [ fzl ( ω ) + i 성( ω ) ] (2.10) 

제2절 엄피던스함수에 영향을 주
 
’ 주요인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동적혜석모웰에셔 지반은 

구조물의 치수에 비하여 반무한하기 때문에 일반척으로 반무한체로 

취급한다. 동적해석에 고려되는 지반의 임피던스는 구조물의 지표면 

아래 묻힌 상태， 지반의 충장 특성， 기초의 형상， 동하중에 의한 기초 

위치， 지반의 역-학적성질 변화， 지하수위， 인접기초간의 영향， 기초의 

강성 둥에 따라 달라진다(I，하iss et al. 1980, Luco 1980, Roesset 1980, 

Tseng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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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물의 묻힌 상태 

구조불의 일부가 지표면 아래로 묻히면 지반의 임피던스는 증가한 

다. 임피던스를 결정할 때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일시적 

인 현상이므로 묻힌구조물의 수칙벅과 흙은 부착된 상태로 가청혜도 

무리가 없으나， 진도가 높은 지진에 대한 묻힌구조물의 웅답이 측면 

흙에 큰 비탄성 변형올 킬으킬 정우는 달리 고려해야 한다(Tseng et 

al. 1990). 

뒷채움채와 붙힌구조물의 수칙벅이 직첩 접촉하기 때문에 뒷채움된 

상태와 변형에 종속적인 재료의 역학적성질(전단탄생계수와 감죄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척절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임피먼스롤 수청 

·보완할 펼요가 었다. 

묻힌구조물의 경우에 기초의 툴립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지진하중의 크기에 좌우되나， 일반척으로 구조 전체 용탑에 미치는 영 

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표면기초를 갖는 구조물의 임피먼스를 

컬청할 때는 기초의 들림올 고려혜야 한다(Kaw와wni 1뾰0). 

2. 지반의 층상 특성 

충상지반의 영향은 임피던스 철청에 반영되어야 한다. 충상지반에서 

는 임피던스의 진동수 종속 특성이 더욱 뚜렷하고， 지반의 발산감죄 

효과는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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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의 형상 

원형이 아닌 기초의 형상은 기초의 길이와 폭의 비에 따라 여러가 

지 형태로 구분되고， 각 형상은 서로 다릉 진동수 종속 엄피던스함수 

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임의의 형상올 갖는 기초를 둥가 원형기초 (수 

평병진운동에 대해서는 기초의 접촉면적올， 수평촉 회전에 대해서는 

기초와 지반이 접촉하는 저면의 단면2차모멘트를 각각 둥치시켜 구한 

기초)로 바꾸어 엄피던스를 결정한다. 그러나 일반척으로 기초 길이와 

폭의 비가 2 이상인 기초에 이 방법올 사용하기엔 문제점이 있다. 

4. 변형도에 종속된 지반의 역학적성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혜석모웰의 지반에 사용되는 지반의 전단탄 

생계수와 채료감죄값으로는 지진시애 지반 내에서 예상되는 천단변형 

도에 상용하는 값올 사용혜야 한다. 지반의 임피던스롤 지진으로 인한 

자유장 지반내에서 예상되는 천단변형도를 기준으로 절정할 수 었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한 구조물의 용답으로 추가로 유발되는 전 

단변형도는 국부적 변형이 되으로 이를 무시한다. 

5. 지하수위 

지하수는 지반의 압축파속도와 변형도에 종속적인 지반의 역학적 

특생에 크게 영향올 미친다. 따라서 지반의 임피던스 결청에 지하수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하수위 아래의 포화된 토양(포화토)의 합 

축파속도를 물의 파속도(약 1500 m/sec}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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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접 기초의 영향 

인접한 다수의 기초간에는 상호 간접 혐상이 발생될 수 었다. 두 

기초를 연결시키는 띤계 임피던스에 미치는 인접기초의 영향은 두 기 

초간의 멸어진 거리에 매우 민감하다(Wong et al. 1986). 

7. 기초의 강성 

강체기초의 경우는 지반올 3차원 해석모텔에 반영하고자 할 때 6 

개의 강체 자유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6x6의 지반 임피먼스행렬로 

표현한다. 반면에 지진하중의 작용으로 기초매트에 상당한 크기의 변 

형이 쟁기는 유연한 기초의 청우는 기초의 유연성올 강체 자유도만으 

로써 기초의 거동올 충훈혀 나타낼 수 없게 된다. 따라셔 구조물과 지 

반의 정계률 이루는 절점의 수와 절점당 자유도 수로 이루어지는 차 

수의 동적 강도행렬을 구해야 한다. 기초의 유연성은 발산감쇠 농력올 

저 하시 키 는 결 과를 가져 온다(Iguchi et al. 1981>. 

제3절 엄피던스함수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 

석 

지반의 임피던스함수 또는 컴풀라이언스합수가 명확하게 컬정되어 

야 하는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은 시칸영역혜 

석법이나 진동수영역해석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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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영역해석법 1. 

만 질량으로 모텔이 

운동방정식은 

갖는 N개의 

들어진 구조물이 수명 지진운동을 받올 때의 

표면기초를 2.2와 같은 강체 그림 

(2.11) 

{ 0 } [Ks]{u} = 

찮 mi if + mb( 니g + 니b) + 

r- Ms ‘]{ 너t} + [Cs ]{ 다} + 

0 p = 

￡Ii·W + Q = 0 
N 

L mihi U~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대한 상대변위 기초에 변형으로 발쟁되는 {U}, { 다}， {ü} = 구조물의 

상대가속도빽터로서 각 빽터 빛 빽터，상대속도빼터 

Ui ,Ui ,Ui 요소는 의 

행렬의 요소 [-Ms ‘
] = 고정기초 구조물의 질량 대각행렬로서 

mi 
"L

τ: 

[ Cs ] = 고청기초 구조물의 감죄행렬 

[ Ks] = 고청기초 구조물의 강도행렬 

i번째 질량철점의 총 수명변위， 

+ Ui 

1 i 2 
J 

Ub + hi 'f Ug + 

‘ ‘ . , ‘ u 



U g = 자유장 수평 지면가속도 

Ub = 자유장 운동에 상대적인 기초의 수평가속도 

기초의 수명촉에 대한 회전 가속도 -* 
기초에서 챈 i번째 질량절점의 높이 -hi 

기초의 질량 

N 

L Ii = 10논 기초의 y-수평측에 대한 질량2차모맨트이고， 
i=O 

mb= 

li는 i번째 질량절점올 지나는 Y촉에 평행한 수평축 

에 대환 질량2차모멘트 

P , Q= 기초와 반무한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 

식 (2.11)의 전단력 P 와 모멘트 Q 는 자유장 운동에 상대적인 기초 

의 수평변위 Ub와 수평촉에 대한 회전각 ψ 사이에 다옴과 같은 판계식 

이 성립된다. 

(2.12) k21+따￡a Mm ]{r} [ (kll+따11없 

(k21+따oC21)RKxo (k?:l+ 따oC?:l)Kto 

、
l

，
，
‘
‘
r
l
l
l
，
，

P 

Q 

t
’
-
-
-
-
-
’
l
l
，
、

렁폰) 에 종속 (ao = v 와 무차훤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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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차원의 동적강도계수와 동적감쇠계수 

R = 원형기초의 반경 

ω =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고유진동수 

V s = 란무한체의 전단파속도 

Kxo = 수명변위에 대한 청적강도 

Kto = 수평축 회전에 대한 정적강도 

Veletsos둥(1971)은 반무한탄성체 표면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의 컴 

플라이언스행렬에서 비대각션요소를 무시하고 역행렬올 구하여 힘-변 

위 관계식올 다옴과 같이 근사척으로 나타내었다. 

F------

,.,
l·i 

、
‘
-
-
l

，
，
-
-


P 

Q 

tllltill 

(kl+따oCl)Kxo 0 

o (k2+따oCz}Kto 

비
l
t
l
 

u 

* 
t
·
l’
l
，
l
‘
l
’
l
l
、

’
l’
l,----’
l,

i 

(2.13) 

식 (2.12)와 (2.13)에서 사용된 동적강도계수와 동적감쇠계수를 포아 

총비가 1/3언 정우얘 대하여 그림 2.3에서 비교하였다. 그외의 포아송 

비에 대한 계수의 정확한 값과 근사치의 차는 더욱 적다. 대부분의 표 

면기초를 갖는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근사적인 계수 

를 사용하더라도 타당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그림 2.3으로부터 

예상할 수 았다. 

지반-구조물 시스댐 구성에서 지반올 식 (2.13)으로 정의한 힘-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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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을 만족하는 병진 및 수·평축 회전의 스프링과 댐퍼로 지지된 

무질량 강체기초로 나타낼 때 수평스프링과 수평축 회전스프링의 강 

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혐된다. 

수명스프렁 강도계수 = klKxo 

때
 

q 

ι
 

/ . 
、

、I l --‘ 
--l 
’ ’ ’ 수명축 회전스프링 강도계수 = k2Kvo 

그리고 점성감죄로 나타낸 수명댐퍼와 수평축 회전댐퍼의 감쇠계수는 

다옴과 같다. 

수명댐퍼 감쇠계수 
a oCl r ,. H ... ,. 

=τ-. -1\. xo = Cl-듀-.fi. xo 
‘’ .. 5 

페
 

q 
z “ 

t 
I 
l ‘ 

‘ , ‘ , --’ 
’ • , ‘ 
I 
I 
l ----’ 
’ ’ 수명축 회전댐퍼 감쇠계수 = 뽕많 = C2꽃K'I!o 

식 (2.14)와 (2.15)의 kl, k2, Cl, C2'는 무차원진동수 clo의 함수로 표시되 

는 동적강도계수와 동적감쇠계수이다. 

구조용답은 식 (2.11)을 Wilson- 8 방법이나- N~wmark-β 법으로 혜 

석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올 구할 수 있다(ßathe 1982). 

2. 진동수영역해석법 

Luco(1980)가 제안한 방법올 따르면 먼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한 기초운동올 구한 다음， 구조물의 각 자유도에 대한 용답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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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초의 웅답 {Uo}는 그림 2.4에 보인 바와 같이 산란운동 {U! .• } 

와 구조물이 기초를 통하여 지반에 가하는 힘과 모벤트에 의해 지반 

의 변형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기초의 운동 {Us}의 합으로 얻어진다. 
εE -., 

{Uo};:{U! .• } + (Us} 

= ([- 1 _]-ω 2[ C( ω)] (r- Mo‘]+[Mb( ω)]) r 1 {u!,.} (2.16) 

여기서， 

['1 ‘] = 단위행렬 

[C( ω)] = 강체기;초에 대한 지반의 컴플라이언스행렬 

rλ~o-] = 기초의 질량행렬 

[Mb ( ω)] = 구조물의 진동수에 종속한 둥가질량행렬， 즉 

([MBO] + [β ]Tr D( ω) -][β]) 

[MBO] = 기초장의 기춘점에 대한 강혜병진운동과 강체 수평축 회전 

운동올 나타내논 상부구조의 둥가질량행렬， 즉 

([ a]Tr M ‘][ a]) 

r- M ‘] = 상부구조의 질량행렬 

[α] = 강체변위행렬 

[ β ] = 상부구조의 모우드참여도행 렬， 즉 

([ a]T[-M‘ ][c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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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고정지반 상부구조의 정규모우드행렬 

[ D( ω) ] :: 상부구조의 각 모우드에 대한 중폭계수로 만들어진 

대각행렬， 즉 

ω2 1 
ωg l 

(1-뚫)+웰r(붉) -- J 

Ç, r :: 고정지반 상부구조의 r번째 모우드감쇠율 

ωr :: 고정지반 상부구조의 r번째 모우드의 진동수 

i :: ，[간 

상부구조의 각 자유도의 용답온 식 (2.16)으로부터 구한 기초의 용답 

을 이용하여 다옴과 같이 계산한다. 

{uB
( ω )}::([a]+[φ][‘ D( ω) ‘][ β ])( Uo ) (2.17) 

여기서 {uB( ω)} 는 기초상익 기준첩에 대한 상부구조의 각 자유도의 

상대척인 변위빽터이다. 

모든 웅답올 진동수영역케서 계산한 후 Fourier 역변환을 취하여 시 
간영역의 웅탑올 얻는다. 

-316-



제 3장 임피던스함수의 결정방법 

임피던스의 계산방법에는 연속·체방법 (continuum approach)과 불연 

속체 방법 (discrete approach)이 있다. 정 확히 이 해 하여 적 용하기 만 한 

다면 두 방법은 모두 동하중올 받는 기초의 거동혜석에 매우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었으며 또한 서로 비슷한 컬과를 준다. Hajian둥(1974) 

이 이에 대해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기초와 지반의 증요 특정， 즉 구조물의 묻힘깊이와 지반의 구성 상 

태 둥이 엄피던스 계산방법올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두꺼운 토충 위 

에 놓인 강체기초의 정우는 기초의 형상과 요구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연속체방법으로 임피던스를 계산한다. 반면에 암반 위의 얄은 토충 속 

에 묻힌기초 또는 기초 아래가 특성이 크게 상이한 많은 토충으로 이 

루어진 지반인 경우는 임피던스 계산에 불연속체방법인 유한요소법이 

적합하다. 

회전기계 기초의 정우는 기계의 운전회전수률， 지진하중올 받는 구 

조물의 경 우는 지반-구조물 모텔의 고유진동수와 기초의 판성 특정올 

고려하여 지반의 임피먼스 계산방법올 선태한다. 매우 높은 진동수의 

경우는 연속체방법인 혜석적방법이 유리하다. Gazetas둥(1979)에 의하 

면， 구조의 판성 특정올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청할 때 무거운 구조의 

경우에는 토충올 모탤화하는데 포함되는 조그만 오차는 그다지 중요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체방법올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지표면 가까이 

에 암반층이 존재하는 지반이나 기초 아래가 상이한 토층으로 구성된 

지반 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가 놓일 경우에는 세밀한 토질조사 

를 하여 유한요소법으로 임피던스를 구해야 한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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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속체방법 

지반에 가혜진 변형올 나타내는 파동방정식의 혜를 지반과 기초 사 

이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구하고， 이로 부터 기초에 발생한 저항력과 

지반의 처짐 사이의 관계식올 쩨워 지반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올 

연속체방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경계조건올 척용시키는 방법에 따라 

해석적방법과 반해석적방법으로 구분된다. 정계요소법도 연속체방법에 

속한다. 지반의 구성이 복잡하면 해석적으로 엄밀혜를 구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연속체방법의 적용온 균질 반무한체 또는 균질 층상지반의 

경우에 한정된다. 

1. 해석적방법 

균질 반무한탄성지반 상의 원형기초의 수칙방향 임피던스를 

Reissner 가 제시환 해석적방법으로 결청한다. 그림 3.1과 같은 반경이 

ro인 원판형분포 주기하중， p = E e ” t , 올 균질 반무환탄성지반 장 

에 작용시키고， 원통형좌표계로 지반의 변위 U 와 ψ 를 나타내면 

u = 

w = 

(뿜+聽) 앙φ(iω t) 

(뽕-본쏟_.l...쫓) e:앵 (iω t) 
òZ ðr'" r ò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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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서 용 와 @ 는 포텐셜이다. 

포탠셜로 나타내면 파동방정식은 

("\7; + k~ ) 용 = 0 
(3.2) 

("\7; + k~ )! = 0 

。1 되며， 이 때 

a2 
J.._효- a2 

?r2 -----n- + ar + --a--Z-τ‘-ar2 r 

(J) 
kl = -

V p 

ω 
k2 -

V s 

로서 Vp 와 Vs 는 각각 지반의 합축파속도와 전단파속도를 나타낸다. 

경계조건은 z-=o 일 때 다옵 식과 같다. 

Czr 0 
(3.3) 

p e Hllt , r<ro 
G z -

0 
’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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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미분방정식인 파동방정식 (3.2)를 Fourier-Bessel 적분변환올 시키 
면 상마분방정식올 얻게 되고， 이 혜에 Fourier-Bessel 적분변환시킨 
경계조건올 적용하면 변환역에셔의 변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후 변환역의 변위를 역변환시켜 원역에서의 변위를 얻는다. 

식 (3.2)를 변수 r 에 판혜 적분변환시키면， 

d2흉 
dz2 - ( k2-kf ) 렇 = 0 

d2￥ 
dz2 

- ( k2_k~ ) ￥ - 0 

(3.4) 

흉(k，z) 와 ￥(k，z) 는 포탠셜 t(πz) 와 흩(πz) 의 척 분변환을 나타내 

며， 윗 식의 일반혜는 파동의 진폭이 z=∞ 인 위치애서는 소멸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부터 

￥ = A(k) e..xp( -VIZ) 
‘, 
‘,
ll

,Ill.
,, 
. 

(3.5) 
t = B(k) exp( -V2Z) 

이 된다. 여기서 Vl = .[감τ강 , V2 = ..[캅파2 이다. 

또환 경계조건올 변수 r 에 판혜 적분변환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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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z Iz=o 

= 0 

= ( 몫]1(krO )P 빼(iω t) , 
0 

r~ro 

r>r。

[

찌
 

q 
u 

t --‘ 
、

‘ , , ---, 
, ‘ , ---’ 
---

r zr 1 z=O 

올 얻는다. 식 (3.6)을 식 (3.5)에 대입하여 상수 A(k) 와 B(k) 를 구하 

면， 

A(k) • L (2k2
- Jd)rJ l(kro ) 

k G[ (2k2 --k값 2 - 4k2VIV2 ] 
P exp(VIZ) 

B(k) ..l.. 2VlrJ1 (kr 0) 

(3.7) 

-
k G[ (2k2 -않)2 _ 4k2VIV2 ] 

P 잉qJ (V2Z) 

이다. 여기셔 G는 지반의 전단탄생계수이다. 구해진 상수 A(k)와 

B(k)를 식 (3.5)에 대 입 하면 포탠셜은 

훌 - 효ι .l2Ac2-k~ 
- G k F(k) J1(kro) 

- -EEq- 」」 n… G k 힘파 ]1(krO) 

잉
 
. 끽

 니
 

t 
l 
• 

、

‘ ---’ 
’ 
--l 

l ‘ 
I 
l --’ 
l ’ ---

이 된다. 여기셔 F(k)는 Rayleigh 방청식이라 하며， 

(~_~)2 - 4k2VIV2 이 다. 

포탠셜 훌 와 ￥ 로 부터 변환역내에서 지표면의 z 방향 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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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z=O = 휴2... J.... vlk~ 
G k T놨Jl(kro) 않p (iω t) (3.9) 

이다. 

식 (3.9)를 역변환시키면 그림 3.1과 같은 청우의 균질 반무한체 표면 

의 수직웅답올 얻는다. 즉 

ro I r ∞ ”’K2 r~Y \.T~. \. .,.1 
u’ I z=() = 결칸J o F찮) Jl(kro)Jo(kr) dkJe때(iω t) 

(3.10) 

식 (3.10)으로 부터 원형기초의 변위조건올 가하여 지반의 임피던스 

를 철청한다. 

1936년에 Reissner가 훤판형분포 주기하중에 대한 하중 중심위치의 

지표면 침하량올 ψI z=O = 걷감o (/1 +파) 않p (iω t) 의 형태로 나 

타내었다. 그 후 She값lter 는 원판형분포하중의 중심과 가장자리에셔 

의 지반 첨하의 평균을 취하여 

W = 렇; m-파) e iøt (3.11) 

로 나타내었다(Bar없n 1962). 여기서 j 과 E 롤 Reissner 변위함수라 

고 환다. 지반의 포아송비가 0.5 언 경우의 E 과 E 는 다옴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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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0.130-0.0536 냉+0.0078 a!- . 

fz = 0.0545 Jl (1 .047 ao)[l + Jo (1 .047 ao)]+0.0474 a。

- 0.0065 a~ + . 

여기서 @ 는 무차원진동수로서 링뜬 , κ 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 

11 , 10 는 차수가 1, 0 인 제 1종 Bessel 함수이다. 그 외의 포아송비 

에 대하여 그.렴 3.2 에 보인 바와 같다.11 파 효 는- 추기하충의 진동수 

의 합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반올 하나의 상수를 나타내는 둥가 

의 집중변수모멜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식 (3.11)의 역판계인 

p = Gro ( Fl+ 따。 F2 ) (3.12) 

로 표현하면， 

fI Fl - /1 2+ fz2 

(3.13) 
h 

F2 -
/12+ 효2 

이 된다. 

식 (3.12)의 우변항 중 첫번째는 지반 임피던스의 강도를， 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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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감쇠를 나타낸다. 

위에서 기술된 방법과 달리 파동방정식의 해에 적용시키는 경계조 

건올 Fredho1m 적분식으로 변환시켜 수치해석적으로 강제진동혜를 구 

한 결과로 부터 지반의 임피던스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었다(Luco et 

al. 1971). 

수칙방향 진동 이외의 다른 진동형태에 대한 임피던스함수를 구하 

는 것도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복합정계조건올 만족시키는 혜를 구하 

는 용용탄성론의 접촉문제이다. 

2. 반해석적 방법 

반해석적방법은 지반-기츠의 접촉면을 적절허 이산화 시켰올 때 임 

의의 한 점에 작용시킨 단위 수칙력 또는 접션력에 의해 다른 임의첨 

에서 발쟁되는 변위를 구하는 동척영향행렬(matrix of dynamic 

influence) 또는 Green 합수행혈을 구성한 후， 강체운동 경계조건올 가 

하여 구하는 것이다.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엄피던스함수를 계산하는 Wong(1975)파 

whi다밟er둥(1982)이 제안한 반해석적방법은 먼저 반무한체의 표면상 

의 한 지점 {xo}의 변위 {u( ..xo }}를 다른 한 지점 {xs}에서 작용하는 

집중하중 {p( ..xs)}와의 판계를 Green 합수 [G( ω)]를 이용하여 나타 

낸다. 

{u( Xo)}앙cp iOJt = [G( ω )]{p( Xs)}exp iωt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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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함수는 가진진동수 ω 하중 작용점과 변위 계산점 간의 상대 
위치 { .xo - .xs } , 전단탄성계수 G, 반무한체의 전단파와 압축-인창파의 

속도버 n 의 합수로서 기초매트의 크기나 형상에 무관하다. 그립 3.3 
의 직교화표계로 식 (3.14)의 행렬과 빽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G( ω )] - [꿇짧짧 
{U( .xo)} {Ux Uy Uz } T (3.15) 

{p( .xs)} - {px py pz } T 

Green 함수행렬의 요소언 K/m은 반무한체 상의 한 지점 {Xs}에서 m 

방향으로 작용하는 집중하중과 다른 지점 {Xo}에셔 l 방향의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상적분(파lprOper integral)이 된다. 

면적 As 내에서 작용하는 하중 (T( .xs )}에 의한 {xol 에서의 변위 

(u( .xo)}는 중첩 원 리 를 적 용하면 

{u( Xo)} = I JA [G( ω )]( T( .xs)} dA s (3.16) 

이 된다. 여기서 지점 {Xs}는 면적 As 내에 폰재한다. 

그림 3.4와 같은 임의형태의 표면기초에 대한 임피던스함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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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식 (3.16)올 적용시킨다. 먼저 임의형태기초를 여러개의 사각형 소 

영역 (su b region)으로 나눈다. 각 부분구조 내부의 표면웅력빽터는 균 

일하며， 변위적합조건은 각 부분구조의 평균변위에 판해 만족되는 것 

으로 가청하여 임피던스를 계산한다. 각 부분구조의 평균변위빼터와 

표면용력빽터의 관계를 정의하면 다옴과 같다. 

{ Ul} A1 l 「 [￠ l1] [%] -----[￠ w]1 I {Pl} l 
{ U2} A2 I _ I [9'. 2d [9' 22] •..•• [ ~ 2N] I J {P2} 

{ U N} AN I L[ 9'Nl] [쩌 [9'꽤 l {~N} J 
(3.17) 

여기서， 

{ 고} = i번째 부분구조의 평균변위빽터， 차수(3 X 1) 

= { 고x‘ 고” 고킹} T 

Ai = i번째 부분구조의 면적 

!Pj } = j번째 부분구조의 표면용력빽터， 차수(3 X 1) 

= {P.IC/ Pyj P킹}T 

[Ç1 q] = i번째 부분구조의 평균변위와 j번째 부분구조의 표면용력 

과의판계를 나타내는 부분구조 컴플라이언스행렬 

[G( ω )] = Green 함수 

N = 부분구조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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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7)을 간단히 

{ uA }3Nxl = [ 9' J3Nxl {p} 3Nx l (3.18) 

로 나타낼 수 있다. 

기초가 무질량강체이어야 하는 조건올 만족시킬 수 있는 차수 6X 

3N 인 변환행렬 [L]을 사용하면 식 (3.17)을 임의의 기준점 (refernence 

point)에셔의 6개의 자유도만으로 나타낸 힘-변위 판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환 목적에 유효한 변환행렬 [L]은 

r [LiJ [L융]- - - [L융] - - - [1&]1 
[L] = I 

l[L씬] [L땅]- -- [L휩] - - - [L~]J 
(3.19) 

이 되며， 

[많] = Ak [5 3 % (3.20) 

다1 
;><; 

많] = Ak [-5k & 폈 (3.21) 

낀
 

’ 3 

• -~._-"-_.- < - >~" "+ ••• --------‘i 



으로 이루어진다. 

식 (3.19), (3.20)과 (3.21)을 식 (3.17)에 대 업 정 리 하면 

{pR} = [K( ω )] {UR} (3.22) 

올 얻게된다. 여기셔， 

[K( ω )] = [L] [9' r1[L]T 

{pR} = 작용력벡터， 즉 {P" Py Pz M" M y M z} T 

{uR } = 강체변위빽터， 즉 {u v w tx tyφ} T 이다. 

제 2절 불연속체방법 

묻힌기초의 경우나 복잡한 토충 구성을 갖는 지반의 임피던스함수 

를 연속체방법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올 혜결하기 위하 

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혜석용 동-적 유한차분모멜과 유한요소모렐 

(직접법 )01 재벌·되었다. Krizek둥(1972)이 제안환 것과 같온 유한차환 
모멜을 지반-구조물의 진동문제 혜결에 이용환 경우는 현째까지 그다 

지 없다. 반면에 유한요소법올 기술적 배정으로 환 전산프로그램은 혐 

채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고 기초의 진동문제 혜석에 종종 이용되고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산프로그햄올 사용하면 묻힌기초나 지반 

의 복잡한 토층올 반영하여 지반 임피댄스합수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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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요소법의 적용 

동적 지반문제 해결에 유한요소법의 이용은 다른 범주의 정적 및 

동적문제에서와 달리 수명방향으로는 물론 수직방향으로의 무한한 토 

충올 유한 크기의 모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다. 이러한 한정된 모탤은 기초가 발생시킨 진동파를 가두고 시스템의 

홍적 특성올 변하게한다. 모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발산되는 에 

너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파홉수가 가능한 에너지홉수경계 또는 동적 

무한요소(양신추등 1991)를 유한요소모탤 작성에 사용합으로써 앞서 

기술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었다. 

에너지홉수경계로는 Lysmer둥(1969)이 제안환 점성정껴J(viscous 

boundary)와 Wass와 Kausel (Kaus러 1974, Werkle 1986)의 전달경 계 

(뾰nsmi떠ng boundary)가 었다. 전달청채요소는 기초의 가장자리에 

둘 수 있으나， 기초 부근 지반의 비션형적인 역학적성질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기초로부터 일청거리 휠어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그림 3.5와 같은 지반 입피댄스률 계산하기 위한 유한요소모탤에서 

기초는 무질량강체기초로 모웰화된다. 즉 무시할 수 있는 단위체적중 

량과 지반 강성띄 103 내지 106배 정도가 되는 매우 큰 강성을 갖는 

요소로 기초를 나타낸다. 

기초에 진동수가 ω 인 단위 조화변위(또는 회전)를 가하면， 정상상 

태에셔는 기초에 발쟁하는 저항력플도 위상의 차이는 있올지라도 통 

일한 진동수를 갖게된다. 이 힘들로 이루어진 역계의 합력과 합모멘트 

는 동적강도의 계수와 수치적으로 같아진다. 기초에서 발생하는 저항 

력은 동적 평형방청식인 식 (3.23)올 풀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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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ω )} = [K( ω )] {X( ω )} (3.23) 

여기서 [K( ω)]는 [K( ω)] = [K]+iω[ C] -ω 2[1\11 (i =..J -1) 이 

며 ， {X( ω)}와 {P( ω)}는 각각 가한 변위와 저항력의 F‘ourier변환올 

나타낸다. 따라서 임피댄스는 식 (3.2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진진동수 

ω의 함수로 얻어진다. 

2. 모텔의 경계면과 유한요소의 크기 

유한요소모웰의 크기는 기초애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껄청되는 측 

면정계면과 쩌면정째면외 위치， 그리고 사용환 유한요소의 크기에 따 

라 철정된다. 모멜의 크기는 혜석 정비훌륭 칙협척으로 좌우한다. 

모웰의 크기를 청척 빛 동척 영향을 충훈혀 고려할 수 있도록 컬청 

혜야 한다. 경계면의 선청은 기초 아래의 지반내에 발생하는 정적 압 

력 의 영 향 범 위 (static pressure b파b)롤 질제 에 가깝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구조물의 진동으로 생긴 파동이 방사방 

향으로 전파될 때 경계변에서 반사되어 기초로 되돌아 온 파동의 진 

폭이 지반의 째료감쇠로 인해 무시할 수 었을 정도로 작아지도록 이 

루어져야한다. 

경계면의 위치를 결청하기 위한 단순화시킨 모웰을 사용한 빼비혜 

석올 수행하지 않을 때는 전달청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측면경계면을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원형기초인 경우에는 기초 반경(또는 사각형기초 

의 경우에는 기초폭의 반)의 5배 내지 10배 정도되는 거리에 두고， 저 

면정계면올 지반의 역학적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위치 혹은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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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너무깊은 곳에 존재할 경우는 기초 저면으로 부터 기초 반경의 

2배 내지 4배 청도되는 위치에 둔다. 

유한요소의 크기도 청적 및 동적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특허 구조물이 수평촉에 대해 회전운동올 할 때 기 

초아래 발생하는 용력분포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이수I경축 

회전이 구조용답에 큰 명향올 미철 때는 기초 폭에 걸쳐 10개의 요소 

내지 12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기초 가장자리 위치의 지반의 모멜에는 

작은 크기의 요소를， 중앙부의 지반모멜에는 상대척으로 큰 요소를 배 

치환다. 또한 기초의 바로 인접 지반의 모멜에도 작은 요소를 사용혜 

야 한다. 동적효과를 청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유한요소의 크기 

는 임피던스 계산에 고려해야할 최대진통모우드에 혜당하는 파의 파 

장의 1/6애셔 1/8에 해당되는 길이보다 작아야한다. 

’ i x 

μ
 



제 4장 균질 반무한지반 위의 강체 

원형기초의 임피던스함수 

기초의 진동문제 혜석에서 비교척 균질환 역학적성질올 가지는 두 

꺼운 토충의 지반을 균질 반무한체로 이상화한다. 이 모탤로 토층내의 

용력과 변형올 컬청하여 토질동역학에 사용하는 것은 현장 관찰결과 

와 정성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잔편성 때분에 폭 넓재 인청되고 었다. 

실제적으로 기초진동애 판련된 중요 특정올 설명하는데 균질 반무한 

지반 상의 기초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균질 반무한지반 위의 강체 원형기초에 대하여 먼저 

엄펴댄스합수의 경향올 파악한 후 임피먼스합수를 구하는 방법을 상 

째혀 기술한다. 

제 1절 반무한지반 원형기초의 임피던스함수의 

특정 고찰 

R머ssner가 1936년에 발표한 그의 연구결과로 발산감쇠의 존재를 밝 

힌 후 이 분야애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균질의 반무한지반 위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에 대한 임피먼스합수는 Veletsos풍(1971)과 Luco풍 

(1971)의 혜석척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로 부터 혀스태리틱 감쇠값(채료 

감쇠값)이 영인 경우률 석 (2.2)의 형태로 정리하면 그렴 4.1과 같다. 그 

립 4.1에서는 임피던스행렬의 주대각션 요소만올 보였으나， 그외의 요 

소는 그림 4.2에 보인 바와같이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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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감쇠값이 영이 아닌 경우(균질의 점탄성지반의 경우)도 Lin 

(1978)이 해석적방법으로 연구한 바 있고， 그 결과인 수평촉 회전에 

대한 임피던스합수는 그립 4.3(a)와 같다. Veletsos둥(1973)과 Lysmer 

(1잃0)는 대용원리를 적용하여 균질의 점탄성지반의 임피던스를 구하 

였는데 수평축 회전에 대한 결과를 해석적방법의 결과와 비교할 목적 

으로 그림 4.3(b)에 보였다. 그림에서 두 결과는 거의 일치함올 알 수 

있다-

그림 4.1에서 보인 원형기초의 무차원진동수 clo에 대한 임피던스합 

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정 향이 있다. 

(1) Kzl과 Ktl는 중간 및 고진동수 범위에서 포아송비에 매우 민 

감하나， X@1과 K.2 는 전혀 무관하다. 포아송비가 %일 경우에 Kzl 

과 Ktl 는 각각 & 가 2.5 와 5 보다 클 때에는 옴수값이 된다. 이러 

한 혐상의 발생온 지반의 포아송비가 1/2이면 지반은 비압축생 채질올 

나타내며 또한 지반의 압축파속도는 무한에 이르게 되어 반무한지반 

의 대부분이 수칙진동 또는 수명촉 회전친동의 영향권에 틀기 때문이 

다-

(2) Kx l. KXl 와 Kzz 는 큰 오차를 포함시키지 않고 진통수에 무 

판한 일청한 값으로 간주할 수 었다. 반면에 Kzl, Ktl. K t2, K.l 과 

K.2 는 무차원진동수 a。에 매우 민감하다.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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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무한지반 원형기초의 엄피던스함수 

계산 

Luco가 반해석적방법으로 작성한 전산프로그랩으로 계산한 균질 반 

무한점탄성체 위의 무질량 강체 원형기초의 엄피먼스함수는 그림 4.4 

에서 그림 4.9에 보인 바와 같다(Seismic 1980). 이 결과는 지반의 특 

성이 포아송비 11 = 1/3, 히스테리틱 감쇠비 ç= O.α>5， 0.05에 대하여 계 

산된 것이다. 이 그림틀올 이용하면 균질 반무환체 위에 건절되는 강 

체 원형기초를 가지는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사용될 

지반의 강도계수와 감쇠계수를 결청할 수 있다. 

지반 임피던스합수에 미치는 포아총비의 영향온 전철에셔 고찰된 

바와같이 고진동수 범위애서 수칙진동과 수명축 회천진동에 대해 매 

우 크다. 일반적으로 이 영향온 포아송비가 1/3 이상일 때 크게 되므 

로 특히 포아총비가 1/3올 초과할 것으로 빼상되는 지반의 포아송비의 

결정에 주의를 요한다. 포아송비가 1/3 이 아닌 값에 대혜서는 청척강 

도비에 따라 그림 4.4에셔 그림 4.9까지 제시된 임펴던스의 크기를 조 

정 하여 사용한다(Whitt빼밍. et a1. 1982). 

반무한탄성지반 위에 놓인 강체 원형기효의 정적강도는 표 4.1과 같 

다. 표의 각 진동형태에 대한 정적캉도식올 WhitInan 공식(Whitrr펴n 

et a1. 1967, Ri상펴rt et a1. 1970, Seismic 1앉혔)과 비교하면， 수평청적 

강도의 정우만 다소 차이가 었다. 이는 Whitrr뻐n 공식이 진동수에 무 

판한 지반의 임피댄스를 구하는 근사식으로 유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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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특정한 조건을 가지는 

기초의 임피던스함수 

제1절 충상지반 위의 원형기초 

1. 충상지반 원형기초의 엄피던스함수의 경향 고찰 

지반의 층상구성이 암반충 위의 균질 토충안 경우와 반무한체 위의 

균질 토충인 경우애 한하여， 그 지반의 표면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의 

임피먼스함수에 대한 특정을 파악한다. 

가. 기초의 지반이 암반충 위의 균질 토충언 경우 

유한요소모웰에 전달경 계 (transmitting boundary)를 사용한 Kaus려 

둥(1975)의 연구결과인 원형 표면기초의 임피던스함수는 표 5.1, 그림 

5.1 및 그림 5.2와 같다. 식 (2.4)의 형태로 지반 임피먼스를 나타낼 때 

표 5.1의 식으로 부터 지반의 정척강도를 철청할 수 있다. 그립 5.1은 

기초의 반정과 상부토충의 두째 비(H/R)가 동객강도계수 k 및 동척감 

죄계수 c 에 미치는 영향올 무차원진동수 clo 의 합수로 나타낸 것이 

다. 또한 그림 5.2는 지반의 채료감쇠에 따른 동적강도계수 및 동적감 

쇠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k와 c는 지반의 채료감죄에 대하여 

공진진동수 부근애셔 매우 민감하며 이는 대용원리의 적용에 문제점 

이 었옴올 시사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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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적강도는 표 5.1에서 관찰 되듯이 H/R 비자 작아질수록 증가되며， 

H/R 비가 무한히 커지면 반무한지반의 경우가 된다. 특히， 수직 및 수 

평병진의 경우는 회전의 경우보다 H/R 비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는 

“영향구역 (pressure bulb)"의 깊이로 셜명할 수 었다. 

임피던스계수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H/R 비에 민감하지만， H/R 비 

가 커짐에 따라 그 청도는 줄어든다. 균질 반무한체 위의 기초의 경우 

와 달리 무차훤진동수 &촉에 대하여 임피던스 곡션의 변화는 심한 파 

상현상올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반의 재료감죄가 적은 경우에 

그 청도가 심하다. 총상지반의 칩피던스함수의 그외의 특성은 저진동 

수 구간 (첫번째 공진진동수 이하)에서는 발산감죄값은 영이 된다. 

나. 기초의 지반이 반무한체 위의 균질 토충인 정우 

반무한체 위의 균질 토충 상에 놓인 표면기초의 임피댄스합수는 상 

부토충의 두째와 기초 폭의 비 이외에， 반무한탄성체의 전단탄성계수 

(<ì2)애 대한 상부 균질 토총의 전단탄생계수(Gl)의 비에 크게 영향올 

받는다 Gν.G:!가 영이면 암반충 위의 균질 토충 지반올 나타내고， 

GtlG2가 1이면 굵질 반무한지반올 나타낸다. 따라서 반무한체 위의 균 

질 토충 지반애 대한 연구결과는 상기한 두 극단적인 지반형태의 충 

간상태인 지반의 엄피먼스함수애 환한 것이다. 

훤형기초의 정적강도를 구할 수 있는 표 5.2와 칼은 간단한 관계식 

을 Hadjian풍의 연구 결과로 부터 Gazetas (1983)가 유도하였다. 표 

5.2의 식은 Gi<G2, 즉 반무한체가 상부토충 보다 견고한 일반적인 지 

반조건에 사용펼 수 있으며 ， GII<ì2 값이 영 일때는 표 5.1의 식과 동 

일하게 되고 GνG2 값이 1 일때는 표 4.1의 식과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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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토층과 반무한체 의 전단파속도비 (V s(TOP) / V sUI)) 와 상부토충의 

두께와 기초 반경의 비(H/R)에 따른 임피던스에 미치는 층상효과가 

부록 B에서 상채히 연구되었는떼， 그 컬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척 

으로 층상효과는 전단파속도비자 적올 수록， 또한 상부토층의 두·째와 

기초 반경의 비가 척올 수록 크게 나타난다. 특허 H/R 비가 2 에서 4 

인 충상지반올 균질 반무한체로 가정하면 진동수 특성은 거의 변하지 

않으나 최대가속도스팩트럽값만이 토충간의 전단파속도비에 따라 15 

-20% 정도 작게 힐어진다. H/R 비가 4 이상인 정우에는 균질 반무 

한지반으로 취급해도 된다 

2. 충상지반 기초의 엄피던스함수 결정 

충상지반 기초의 임피펀스합수에 컬청적인 영향올 주는 요인은 상 

부토충과 그 밑 토충의 전단파속도비와 상부토충의 두째임이 전절에 

서 파악되었다. 부지가 충상지반일 정우에는 지반올 형성하는 각 충의 

역학적성질， 두째 둥을 반영한 유한요소모멜올 사용하거나 Wong둥 

(1H76)의 0} 룬으로 작성 된 CLASSI 류의 전산프르그햄 

(CLASSI-ASD 1985)으로 지반의 임피던스함수를 구혜야 한다. 

Hadjian둥(1985)은 다충 지반의 채료의 역학척성질， 토총 두째와 지 

중용력 크기에 따른 가중평균올 사용하여 다충 지반올 둥가의 균질 

지반으로 바꾸어 근사적으로 임피먼스합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 컬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Philippacopoulos (1986)는 반무한체 

위의 토층의 변위전달합수와 집중변수모웰의 것이 서로 유사함에 착 

안하여， 반무한체 위의 토층의 전달합수에셔 함수의 크기가 최대인 진 

동수와 함수의 상올 보청함으로써 층상지반에서의 전달함수를 구하고 

? 
I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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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부터 엄피던스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올 제안하였다. 

Philippacopoulos 의 근사식은 반무한체 위의 균질 토층으로 구성된 

충상지반에만 적용휠 수 있다. 근사적인 임피먼스합수는 

Ka = Kao{ (1- λ2TJ2) + i r À.TJ } 

으로 표현되며， 식 (5.1)에서 

와 

λ = .J 8(2ζ공강)/AJ 

끼 = 객L A 

(5.1) 

(52) 

(5.3) 

이다. Kan는 지반의 정적강도로셔 표 5.2의 식으로 부터 얻어지며， 청 

자 a 는 진동형때얘 따라 병진운동이면 X , Y 또는 z 이고 수평축 회전 

이 면 ljIx 또는 ljIY 가 된다. Af 는 진동수융(frequency factor) 로서 표 

5.3에 보인 바와 갈으며. y 는 기초의 작 진동형태에 따라 철청되는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둥가감쇠율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둥가감쇠율의 

2배이다.H는 균질 토층의 두께， 그리고 A 는 균질 토충올 통과하는 

파의 파장올 나타낸다. 파장은 수칙진통과 수명축 회전일 경우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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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파의 파장， 수명진동일 경우는 전단파의 파장이 된다. 

제 2절 묻힌기초 

1. 묻힌기초의 엄피던스함수 특정 

묻힌기초의 응답에 영향올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는 표면기초에 

서 밝혀진 중요 매재변수 이외에， 기초의 치수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 

(D!B 또는 D/R)가 었다. 더우기 수칙벽과 뒷채움채 사이의 접촉상태 

가 묻힌기초의 웅답에 큰 영향올 미친다. 접촉면 사이의 활동은 수직 

병진과 비릎에， 분리는 수평병진과 수평축 회전에 대하여 그러하다. 

암반충 위의 균질 토충 내에 묻힌 원통형기초에 대한 Kause1둥 

(1975)의 연구컬과를 G없etas(1983)가 종합 청 리 한 청 적 강도는 표 5.4 

와 같고， 임피먼스계수는 그림 5.3에 보인 바와 같다. 그림 5.3은 포야 

송버가 1/3, 지반의 째료감쇠값 5%, 기초 반경에 대한 균질 토충의 두 

쩨버 H/R 가 3인 경우이다. 이 결과는 원통형기초의 수칙벅과 매트를 

강체로， 수직벽과 뒷채움채 사이는 완전히 부착된 상태로 가청하여 얻 

어진 것이다. 

표 5.4의 청객강도는 Johnson둥(1975)의 연구철과와 잘 일치하며 그 

경향은 묻힌 청도가 커지면 수명촉 회전과 비릎의 청적강도는 매우 

커진다. 또한 수칙과 수평병진의 경우는 묻협깊이의 균질 토충의 두째 

에 대한 비 ( D/H )얘 민감하다. 

그림 5.3에서 고찰되듯이 수평축 회전과 비릎의 동적강도계수는 묻 

힘깊이의 기초 반정애 대한 비( D/R )에 대하여 그다지 민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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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면기초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수칙과 수명병진의 동적강도 

계수는 첫번째 공진진동수 이상의 범위에서는 표면기초의 결과와 매 

우 다르다. 그리고 동적감쇠계수는 첫번째 공진진동수 이하를 제외하 
곤 묻협정도에 따라 매우 커진다. 

기초의 수칙벽과 뒷채움째 간의 분리가 청적강도와 임피던스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Tassoulas의 연구결과를 Gazetas(1983)가 정리하 
여 원통형기초의 수칙벅과 뒷채움채 사이의 접촉길이에 따른 청적강 

도의 변화를 그립 5.4에 임피먼스계수의 변화를 무차원진동수 Go의 합 

수로 그림 5.5에 브였다. 첩촉길이의 묻힘깊이에 대한 비( ψD )의 청 

적강도에 미치는 영향온 수명촉 회전과 비훌에 대하여 매우 크며， 동 

적강도계수에 미치는 영향온 저진동수 범위에서는 미미하다. 

2. 원통형기초의 엄피던스합수의 계산 

묻힌기초에 대환 지반 엄피던스합수는 유한요소모탤올 사용하여 지 

반의 역학적성질， 묻힘상태 둥올 실체에 가깝게 반영함으로써 불연속 

쩨방법으로 수치혜석적으로 구해진다. 

묻힌기초의 임피던스함수톨 구하는 연속체방법으로는 R없ëUlOV 

-Nov와g의 가정에 기초를 둔 근사 해석적방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받 

표되었다(Beredugo et a1. 1972, Novak et a1. 1972, Novak et a1. 
1973). 지배방청식에 기초의 복잡환 묻힘상태와 진동형태를 고려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올 혜결하기 위하여 근사혜석척방법에셔는 기초 져 

면에서의 지반반력은 표면기초인 경우와 동일하며， 묻힌기초 주위 지 

반은 기초를 둘러싹는 독립된 여러 개의 무한허 앓은 토충으로 형성 
되어 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초 측면에 발생하는 일청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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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를 포함한 보다 복잡한 운동에 대하여도 기초 저면의 영향을 고 

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쉽게 측압올 계산할 수 있다. 

Nov와r(1973)의 연구결과인 표 5.5에서는 원통형 묻힌기초에 대한 

뚱가의 스프링상수와 댐돼상수를 구할 수 있는 식올 제시하고 었다. 

표 5.5에서 상수 C는 기초저면지반과， 상수 S는 기초측면지반과 각각 

관련이 었다. 상수 C와 S가 진동수에 따라 변하므로 엄피던스함수 

는 진동수의 함수가 된다. 그러나 상수 C와 S가 진동수의 변화에 따 

라 큰 기복올 나타내지 않으므로 근사척으로 진동수에 무관한 상수로 

가정할 수 었다. 실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각 방향에 대한 상수 

값들이 표 5.6에 주어져 있다. 또한 SID , Sc , St , Cc 둥을 채외한 상 

수 CID , Cu • Su , Ct 는 지반의 포아송비에 따른 합수이며， 포아총비에 

따를 각각의 상수값들은 묻힌기초의 엄피댄스합수에 판한 연구 결과 

(Novak et al. 1972, Nov와c 1973)로서 발표되어 었다. 

제 3철 임의형태기초 

1. 표면기초의 임피던스합수의 근사계산 

Wong둥(1976)이 기초와 지반의 접혹저면올 유한개의 소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내에서 발생되는 접촉용력은 크기가 미지언 둥분포합 

으로 가청하여 임의형태기초의 엄피던스철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Luco(1976) 와 Wong둥(1976)의 연구결과에 기초를 둔 

CLASSI 류의 전산프로그랩올 사용하면 임의형태를 가지는 표면기초 

의 임피먼스합수를 계산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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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azetas(199l)의 연구결과률 이용하면 간편하게 임의형태기 
초의 임피던스를 근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Gazetas는 Dobry둥 
(1986)의 연구컬과에 추가적인 보완혜석 및 시험결과률 이용하여 표 

5.7과 그렴 5.6 및 그렴 5.7을 제안하여 무차훤진동수 @가 2인 범위까 
지의 균질 반무한체 위의 임의형태기초의 엄피먼스를 근사적으로 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묻힌기초의 임피던스함수의 근사계산 

균질 반무한체 내에 묻힌 임의의 명변형태를 갖는 기초의 임피던스 

합수에 대 한 Gazetas풍(1985， 1987), 없따konstan파lOU퉁(1얹췄)과 
Fotopoulou둥(l~했)의 연구훌 총합 보완하여 Gazetas(199l)가 청 척 장 
도 계산식과 동적강도계수 및 동척감죄계수훌 무차훨천동수 &가 2 이 
하의 범위내에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래프률 쩨시하였다. 제안 
된 방법에 의하면 먼저 지반의 균질성올 검토한 후， 기초의 묻힘깊이 
에서의 대표척인 지반의 천단탄성계수와 포아송비를 청하고， 표 5.7의 

식으로 표면기초의 정적강도를 구한다. 이 청적깅-도에 트렌치 효;파 및 

기초의 수칙벽과 뒷채움째 사이의 접촉효과를 고려하여 보청원 강도 

를 표 5.8의 식으로 부터 결청한다. 그리고 통척강도계수 및 동척감쇠 

계수를 표 5.8과 그렴 5.8 빛 그렴 5.9률 이용하여 구한다. 
G없etas둥의 연구에서는 묻힌기초의 발산감쇠를 표면기초의 경우와 

달리， 그림 5.10에 보인 바와 칼이 기초저변에셔는 물론 기초의 수칙 

벽의 접촉면올 따라 압축-인장파 혹은 전단파가 발생하여 전파되어 
나감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손실로서 모형하였다. 따라서 수직벅에서의 

첩촉면이 증가하면 발산감척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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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균질지반의 특성 고려와 기초의 유연 

성 

1. 비균질지반의 특성올 고려한 엄피던스함수 

전단파속도가 지표면에서의 깊이에 따라 선형척으로 증가하는 지반 

(비균질지반) 위에 놓인 반경이 R인 강체 원형기초에 대한 연구가 

W강:kle풍(1986)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촉대칭 및 

비축대칭 환상하중(파19 load}에 대한 반해석적 혜를 이용하여 지반의 

엄피던스를 계산하였다. 각 매재변수의 훤환방향으로의 변동성은 

F‘ourier 전개를 이용하여 표현되 었다. 

Werkle둥은 둥가 반무한체률 사용함으로써 바균질지반을 나타낼 수 

었용을 보였다. 퉁가 반무한체의 이용온 비균질지반의 대표깊이 등를 

먼저 절정하고 그 깊이에서의 천단탄성계수 간를 구하여 이 값올 가 

지는 균질 반무한체로 비균질지반올 대체시키는 방법이다. 대표깊이 

결정에 필요한 계수 τ ( = 움 )툴 청적강도의 정우는 표 5.9에서，그 

리고 동적강도계수 및 동적감쇠계수의 경우는 그림 5.11에셔 구하고， 

식 (5.4)에 의하여 대표깊이에서의 전단탄성계수 강를 구한다. 이 전단 

탄생계수 걷는 

G = Go (1 + a r: ) (5.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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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며， 이 때 G。는 지표면의 전단탄성계수 a 는 임의의 깊이 

에서의 전단탄성계수 G(z)의 G。어| 대한 증가율(균질지반의 경우는 a 

=0) 이다. 비균질지반의 정적강도를 대표깊이에서의 전단탄성계수 강 

를 사용하여 표 4.1에 의하여 구하며 동적강도계수와 동적감쇠계수는 

균질 반무한체의 경우률 이용한다. 이 근사방법에 의하면 동적강도계 

수를 다소 크게 평가하게 되나 적절한 동적감쇠계수를 얻올 수 있다. 

2. 기초의 유연성이 임피던스합수에 미치는 영향 

매트의 면내 강성은 지반의 강성에 비하여 실제척으로 무한혀 크나， 

매트의 면외 강성은 유한하다. 따라셔 이러한 기초의 유연성이 수칙방 

향 하중과 수평촉 회전애 대한 기초의 용답얘 큰 영향올 미철 수 있 

다. 란질 반무한탄성체 위에 청사각형기초의 유연성이 임피댄스합수애 

미 치 는 영 향올 해석 적 방법 으로 Iguchi둥(1981)이 연구한 바 았고， 

Wang둥(1991)은 균질 동방성 반무한점탄성체 위의 유연한 대상기초 

의 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률 혜적적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렴 

5.12와 그림 5.13은 Iguchi둥의 연구 철과로서 식 (5.5)로 정의된 상대강 

도에 따라 수직 및 수평촉 회전 엄피먼스를 무차윈진동수의 합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상대강도 8 률 

8 E 댐 -
- G B 3 ( 1 - vJ ) (5.5) 

로 청의하였다. 여기셔 앙 는 매트의 두째 ， E 는 매트의 탄생계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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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1/ 는 매트의 포아송비이며 ， B 는 정사각형 

기초의 한변 길이의 반이다. 

그림 5.12와 그림 5.13올 고찰하면， 기초의 유연성 때문에 발산감죄 

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강체기초에 비하여 유연기초의 경우는 발 

산감죄 능력이 떨어짐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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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진동수에 무관한 

엄피던스함수 

진동수에 무관한 임피던스합수의 적용 가농한 범위 절정 및 기술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차원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상호작용혜석을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DINTEG-2D를 작성하였다. 

DINTEG-2D에서 채택환 수치혜석기법온 Wilson- (J 방법에 의한 직 

접적분법이며， 사용할 수 있는 모탤은 상부구조를 보-짐중질량모멜로， 

지반올 진동수에 무판한 엄피던스값올 갖는 스프령과 댐패로 나타낸 

평면모웰이다. 

고려된 구초물은 균질 반무한탄성체 또는 충상져반 상의 기초， 균질 

반무한체 내에 묻힌기초를 가지는 그림 6.1과 갈옹 훤자로건물이며， 

지반조건은 표 6.1과 같다. 연구에 사용한 입력운동온 그림 6.2와 그림 

6.3에 보언 바와 같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용답스펙트럼올 만 

족시키는 지속시간 20초의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선이다.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댄스의 결정방법으로는 표 6.2에 보인 

Whitn펴n 공식에 지반의 발산감죄와 히스테리틱감쇠률 합째 고려할 

수 었도록 대용휠리를 적용하는 방법과 지반-구조풀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가청하고 그 진동수에 혜당하는 엄피먼스를 션택 사용하여 

고유치해석올 수행한 다옴 그 컬과률 가청한 값과 비교 수정하는 과 

정올 반복하는 시행확오법올 통하여 최총 임피댄스률 철청하는 방법 

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후자의 방법은 해석할 각 지반의 진동수에 

종속하는 지반 임피먼스함수를 필요로 한다. 

본 장은 부록 B애 수록된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엄피던스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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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구조물상호작용해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전산프로그램 DINTEG-2D의 사용자 교범올 부록 A에 

수룩하였다. 

제 1절 Whitman 공식의 이용 

균질 반무환틴‘성지반 위의 원자로건물에 대하여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임피던스를 1짜rltrr퍼n 공식과 대용원리를 적용하여 결정하고， 이 

를 사용한 DINTEG-2D의 혜석컬과를 진동수영역혜석법에 의한 전산 

프로그램 SMACS (Johnson et a1. 1981)로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 

으며， 지반의 전단파속도가 2000 m/sec 언 경우에 대해 대표적으로 

그렴 6.4에서 그림 6.6까지 수록하였다. 혜석컬과의 비교로 판단하면 

진동수에 무판한 엄피먼스계산애 Whitman 공식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은 균질 반무한닫성지반 상의 표면기초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옴 

이 확인되었다. 

충상지반의 청우는 Whitrr펴n 공식과 대용원리롤 적용하여 컬청한 

엄피먼스를 사용한 컬과는 그림 6.7에서 그림 6.9까지 보인 바와 같이 

SMACS의 철과와 큰 차이롤 보cl 고 었다. 이는 장부토층의 역학적성 

철올 기준a로 지반 임피댄스롤 컬정합으써 발산감죄가 크게 평가되 

었기 때문이다. 록 균질한 층상을 이루는 충 청계에셔 파의 반사현상 

을 반영하지 못하였옴올 뭇한다. 따라셔 충장지반의 경우는 표 6.2의 

Whitman 공식올 사용할 수 없다. 

균질 반무한점탄성체 내에 묻힌 원자로건물에서 기초의 반경에 대 

한 묻힘깊이의 비 (D/R)가 0.3일 경우에 대해 Whitrnan 공식과 대웅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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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적용시켜 결정한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얻은 해석결과와 지반올 

복합법으로 구성한 모탤올 사용하는 HASSI-6 (HASS]-6 1987)의 결 

과를 그림 6.10에서 그림 6.12까지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판찰되듯이 

D/R비가 0.3인 경우에 표면기초로 취급하면 진동수특성은 거의 일치 

하나 최대가속도용답스팩트렴값은 묻힘올 고려한 HASSI-6의 결과에 

비해 15%청도 큰 결과를 준다. 

제 2절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첫번째 

잔동수를 기준한 지반 임펴던스 

균질환 반무한점탄성지반 위의 원자로건물에 대한 친동수애 무판한 

임피댄스를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결청하 

고 이를 사용한 DINTEG-2D의 혜석 결과흘 SMACS로 해석한 컬과 

와 그림 6.4에서 그림 6.6까지 비교하였다. 혜석결과의 비교로 부터 지 

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컬정한 진동수에 무판 

환 임피던스를 균질 반무한체 상의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혜 

석에 사용할 수 있옴올 알 수 있다. 

충상지반 위의 원자로건물의 경우에는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 

째 진동수률 기준으로 결청한 진동수에 무관한 임피던스를 사용한 

DINTEG-2D의 지반-구조물상호작용 혜석결과가 그림 6.7애셔 그림 

6.9까지 보인 바와 같이 SMACS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얘제 해 

석결과로 부터 상부토충 두째와 기초 반경의 비 (H!R)가 1인 총상지반 

의 경우에라도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결청 

한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던스를 사용할 수 있음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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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 반무한점탄성체 내에 묻힌 원자로건물의 경우는 그림 6.10에서 

그림 6.12까지 보는 바와같이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H/R) 

가 0.3일 경우까지는 HASSI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묻힌기초 

에서 기초 반경에 대한 묻험깊이의 비(IνR)가 0.3까지는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첫번채 진동수를 기준으로 결청한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던 

스와 자유장 지표면에서 정의된 입력운동올 사용하여 지반-구조물 상 

호작용해석올 타당성있게 수행할 수 있옴·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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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프료 
"'L-

부분구조법에 의한 선형 지반-구조불 상호작용해석에셔 지반의 임 

피던스함수 결정은 유효기초입력운동의 청의와 아울러 매우 충요하다. 

지난 20 여년 동안 수행된 지반 임피던스합수의 컬청과 웅용방법에 

판한 연구로 탄성동역학분야에 괄목할 발전올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엄피던스합수의 일반적인 결정방법과 특정올 고활한 

후， 륙청한 조건에 따른 진동수에 종속하는 지반 임피댄스함수를 타당 

성올 갖도록 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정리된 임피댄스합수의 계 

산방법은 균질 반무한지반과 충상지반 상의 강체 훨형기초， 균질 반무 

한지반 내에 묻힌 훤통형기초 그리고 균질 반무한채 위의 표면기초나 

그 속에 묻힌 평면상 임의형태를 갖는 기초 풍의 청우에 대한 것이다. 

지반을 진동수에 무판한 집중변수로 나타내는 지반모웰 작성애 판 

한 연구결과로 Whitman 공식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온 균질 반무한지 

반에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결갱한 엄피던스를 사용하면 균질 반무한체 상의 기초에 대 

혜서는 물론 상부토충 두쩨와 기초 반정의 비가 1인 충상지반의 경우 

에도 타당성있는 근사적인 지반-구초블 상호작용혜석결과률 얻올 수 

었옴율 알 수 있었다. 또한 묻힌기초의 경우애도 기초 반청얘 대한 묻 

힘깊이의 비가 0.3일 정우에는 수명병진과 수평촉 회전연계의 임피던 

스롤 고려한다면 자유장 지표면에서 정의된 업력운동을 사용해도 해 

석철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부토층의 두께와 기초 반경의 비가 2에서 4인 층상지반올 균질 

반무환체로 취급하더라도 해석결과의 진동수 특정은 거의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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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상부토층과 그 아래 토층의 전단파속도비에 따라 최대가속도스 

펙트럽값만 15-25% 정도 작게 얻어짐올 총상효과에 대한 예제 해석 

컬과의 고찰로 알 수 있었다. H;R 비가 4 이상인 층상지반은 굵질 반 

무한체로 가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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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반무한탄성지반 위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의 정적강도 

1γpe of 100버ng Stati.c stiffness Soil profile 
,--

Ku 
4GR 

Vertical 1- 11 
R 

Horizen없1 Kh = 
8GR H 2- 1I mmnππnrrππ꺼 

Rocking Kr= 
8GR3 . G.v 

30 - 11) 

Torsion Kt = ~6 GR3 

표 5.1 암반충 위의 균질 토충 상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의 청적강도 

Typc of loading St3tic stiffness R3nge of validity Soil prorllc 

껴CR( R ) 
R 

Vcnic:ll: K u = -. -11 + 1-28 -;; H/R > 2 

I걱 l-u\ H 

8GR( l R ) :::rr:r:ïI’ 二==:?μ*
Hnri7.ontal: K'r = -~-Il +:;-;; H/R > 1 4 

2-u\ 2 1/ 
/1 . G,:' 

8GRI ( I R ) Rockin):: 4;. H/R > 1 v K r =-, --Il+- 711//ι///’/ ’ ’/;!Z~갇~'，:.:. ι? r - )(I- u) \. 6 H '!/If"-~;/i ’ ////// 

Tor‘ ion: 
16 

H/R .. 1.25 Kr = =:;- G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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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반무한탄성체 위의 균질 토층 상에 놓인 표면 
원형기초의 청적강도 

Type of loading Static stiffness Ra.nge of validity 

VcrtiCJI: 

R 
1+ 1.28-

Ku= 4G ,R H - --- . ------
\1 1-.... RG 

. 1 + 1.28 - -'
HG, 

<

」
<

H 
-R <.. ‘ 

S이1 profile 

R -
Horizon l:l l: 

lR 
)-1---

Kh= 쁘l효 2H 
2-.... lRG. 

1 +---二
2HG, 

H 
1 <- <4 

R 

Rocking: 

lR 
• 1+':'-:-: 

Kr= 쁘펀 6H 
r 3(1- .. ;) _ lRG, 

1 +-- -.:. 
6 HG, 

H 
0.75 <-<2 

R 
G. 

。< -!.:;; 1 
G i 

표 5.3 진동형태에 따른 진동수율 Af 

At 
H/R VTNH Horizontal Verti혀1 Rα과파19 

Motion Motion Motion 
0.5 0.3 0.91 0.66 0.70 
1.0 0.3 0.98 0.70 0.74 •-
1.0 0.6 0.82 0.55 0.õ7 

Where 

H = Depth of the soi1 deposit over ha1fspace 

R = Radius of the circu1ar base mat 

V TN H = Wave speed ratio between top layer and 1펴lf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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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암반층 위의 균질 토총 내에 묻힌 강체 원통형기초의 정적강도 

Ty l'c of 1‘’3dinJ!. Sf"fic s\iffnc: ss 

v…c 

11싸1<‘”…떼’”비’너…i 1. c……”‘”………’”……11…씨.\‘ 

8GI< ’ IR ‘ n ‘ D\ 
Rv<"k inr. J( _= -_ -.--_ 1 1 i -: ,--: 11 1 1- 2 -- 111 + O. 7 ~ I 

. “ r 3(1- ,,)\ 611H N시 If/ 
COII I'Jc.j 

h‘H l1.0nt:‘I K ,.. = O.40KJJ 
H ,ckin‘: 

16 f)i 
r" I'i’‘’1 K:= ; (;lt ‘ ~I t 2.67 μ 

U 

Soil profile 

μ-→R 

Ran~c of Yõllidily: 

n 
- < 2 
R 

f) 
- ζ0_5t 
11 

------

t For foundation with dee야r embedment the fonnulate underpredict the ’actu혀’ increase in the stiffnes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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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Nov와의 원통형 묻힌기초에 대한 둥가의 스프링상수와 

댐퍼상수 

운동방향 스프링상수 댐퍼상수 

수칙 K ",, =Gro[ C .. l +황 8S .. 1] c"，，=-f김 냉 [ CI02+ 81줍L량싫 ] 

수평 KM=GrO[Cu1 + 캉 8S따l CNa={강 쩌 [C.a+ 81줍L량 S.a ] 

수평회천 XH~G녕I‘C'I"'(판 ’ ·)*C띠+흥 g as,1 

C" =ÝP-강 치 { ë'2+( 으.c.. )2 c •. r. 
(수평축 aJ ....E..L.갚r- [s ，써4즈+(후)’-

효~ IJ( ‘」3즈+(3 rL.)’-IJ 으 r.LlIsJ j 
P G L ~~ •. \ 3 ., r. 

회천) a ff)5a ]} 
수평-수평촉 

Kh'= -Gro[ZoC，띠+ 황 Ch.= --f국G ~ [zc C.a+ 8 {람흥 
회전 
연계방향 8 (zc- 울I)Su1] (zc- 한)동'.a ] 

수직회전 
K •• =G려[Cn+흉 8Sn ] C •• =핍 셔 [c‘’+8t줍L흥동u ]1 (비 홉) 

주) G = 기초저면지반의 전단탄생계수 

p = 기초저면지반의 단위질량 

Gs = 기초측면지반의 전단탄생계수 

P s = 기초측면지반의 단위질량 

ro = 원통형기초의 반경 혹은 사각형기초의 둥가원형반경 

1 = 기초의 묻힘깊이 

8 = 1 / ro =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 비 
zc = 기초저면으로부터 기초의 질량중심까지 거리 

욱 5, ι C = 진동수와 지반의 포아송비에 따른 변수 (참조， 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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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표 5.6 Novak의 원통형기초에 대한 둥가 스프링상수와 댐퍼상수 

계산에 사용되는 상수값 

운동방향 기초 저변의 계수 기초 측면의 계수 

C따 = 4.3 

수평 C'"a = 2.7 S "a = 82 

S t!1, 10.6 

수평회전 c'u = 2.5 8 f l = 2.5 

(수명촉 회전) i Cf2 = 0.43 S.." = 1.8 

11 = 0.0 Swl = 2.7 

수칙 
CuIl. 3.5 SUIl. = 6.7 

11 = 0.5 
CuIl. = 6.8 

수칙회전 C C1 = 4.3 Sn = 10.2 
(비 훌) CC2 = 0.7 S C2 = 5.4 

주) 11 = 기초저면 지반의 포아송비 

ι s = 기초측면 지반의 포아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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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변기초의 임피던스함수 

Dynamic stitfness coetfident, Ic Aadiation dashpot Vibratlon mode Statlc. stJtfness, K (0 s a. S 2) ∞etflcJent ， C 

Vcnic .. 1 (z) K • .. (2GL/ (1 - v)](0.73 + 1.S4X‘’ ") wilh X ,. t , '= 1c,(L/B. v;an) is plollcd in Fig. 5.7(a) C, 흐 (pV,‘ A‘). t. “’hcrc A./4L' t , .. é',(L/B;a.) is 
pJollcd in Fi~ 5.7(C) Hori7.C'nlal (y) K, '= (2GL/(Z - v)!(2 + 2.50X. ") t. = *.(L/B;ι，) is pJottcd in Fig. 5.7(b) C‘ = (pV.A.)' ,'‘ whcrc c', (Ialcral direclion) 
'= <'.(L/8; a.,) is plollcd 
in Fig. 5.7(d) Hori1.Ontal (x) K. 흐 X‘ - [0.2/(0.7 .5 - v)]GL[) - (8/L)] k , .. ) C. pV.A. C10ngiludinal diπclion) 

Rocking (rx) (abou‘ Ihe K .. = (G/(1 - v)]/~."(L/8)O l> [2 .4 + 0.5(B/L)] Ic" 훌 1 - 0.20아1 C .. 톨 (pV'M 1
“ h'’‘ wherc longiludinal , x-axis) 

é .. = ,' .. (L/B;u.) is 
plolled in Fig. 5.7(e) Rocking (ry) (aboul the K" = (3G/(1 - v)]/:'''(L/Blo" v < 0.40: k ，、 프 I - C.26a., C‘ = (pV，~1‘). t" whcre Jaleral , y-axis) v a 0.50: Ic n 를 1 - O.26a.,(L/B)o 10 ε ε，、(L/8;o.) is 
plollcd in Fig.5.7(f) Torsion (/) K. '" 3.5GI ?,,"(8/L)n ‘(/.,/8‘)" , Ic, 톨 1 - 0.1400 C, 흐 (pV.I •• ) . ζ where ε， 

.. c,(L/B; a,,) is plolled 
in Fig. 5.7(,,) 

균질 반무한체 상에 놓인 임의형태의 강체 표 5.7 

l 
…*aA 

| 

Note, (1) VlA:~V “ (1-.) 
(2) 1. , 1"." and 1,., = area moments of inertia about the x-.y- ， a뼈 z-axes of the actu31 soit-(ωndat ion contact 

surface 



반무한체 내에 묻힌 평면형태가 임의인 강체기초의 임피던스합수 

VlbtatlOn mode Stadc StlfIneaa. x_ Oynamlc sliffness ro뼈iclenl， ~(ω) Radialion 때shp어 @얘fficienl， C_<ω) 

Vertical (z) K,J-- - x,Il + (l/Zl)(D/aXl +h l。.3mX)lIl + 0.Z(A./Ai)” l (~ :s 0.40): C._ .. C, + pV,A. wherc C, • C, __ 
“heπ X. - x,li i· &ui!iid T·ble 5.7f Aft-1i - tully cm야ddcd: il 뼈.aincd from Tablc 5.7 and the 
8CtuaI .lidew‘lI'soil conla야 arca; for ∞nrtanl errCÇ\jve' A: ...... ι[1 - O.09{D/B)11‘혀1 ‘ sociated chan o( Fig. 5.7 
contac‘ hei야!.-d. A 피./m4Ug Ut pcdr!** A. - (d) X In a 야nch: ι ...... ζ[1 + O.09{D/B)'1‘해 
(pe꺼meter); X - A. (~ - 0.48): 

tully cmbc혀dcd with L/B - t - 2: 
1,_'" ι[1 - O.09{D/B)11‘혜 

tully embeddo:찌 with L/B > 3: 
ι-'" ι[1 - O.35(D/B)112혀’1 

In a trench: 1:’‘ - ι. wheπ 1:,- ι_ 
from Tablc 5.7 

AII ~. 잊ni피Iy cmbec혀cd: inlerpolll~ 
Honzontal (y) X,._ r X,[I + 0.15CD/B)O' Jl I + O.52[(h/B)(A./L')f ‘} ζ_ and 1:,_ can be cs‘’m31cd in tenns o( C._- Cι" + 4pV,Bd + 4pV“ Ld 

and (.r) K._. K, '(K,_/K,) wheπ K,e - 5. K7, p 、.... ~ ar:d K, • L/B. D/B. ι삐 d/B for e.lch value o( ... C,_ - C. + 4pVI.oBd + 4pV,Ld 
K ...... _ aπ 。btained from Tabl from the plOlS in Fig. 5.9 u wtk 。ftbuCi，t、e-d c ,.i‘ u삐 5 C .• 7 - C.-in 

(rom Tablt 와ld the 

Rocldng (r.r) and K,-- - x, {l + l.26(d/B)U‘ I + (d/B)(djO) • 01{B/ -。L‘)0"11 Jr.,.,tfI‘ 훌 4" ι ““I·.Vk‘.”irR , -“ia ‘ι C vJd.ιS a -, */lL l o… 이)Il 잉‘μl o 1dI ‘” ’/ Ra (d o‘H16V/ S니8s7· 、ld”‘*‘18 π') + (η) K~._ - K~II + 0.92(d/L ‘[1.5 + (d/L)' ’(“ /L)'.' J} .6:,. ...... *"" 
wherc K .. • K’“’“ and K꺼 • K,., .• ‘’'" arc oblained (rom The surface.(,‘"undalion *" and k~ ιt 

Table 5.7 여'1ιancd (r‘)ln T“hle 5.7 (d/Dl ''''''(D/8) 
C .. _ ‘s similarly cvalualed (rom C‘'., a(tcr 
πplacing .r by y. and inlerchanging B 
Wilh L in tho '(orcgoing tw。
exprcssions. In both cases a‘ - ω8/V •. 

Swóaying.roclcing K •. ~._ .. (J1J)dK •.•• ‘ .t."^ .... ~.t，，. ... ,.. iill c ...... _ • (I /3 )dC._ 
( .... η .. )Iy,r.t) K •. '.A’‘ .. (I /3)dK' A’‘ C .... _ • (I /3 )dC‘·‘ 

Tor.. ion (1’ K,._. K •. rw.r .. whcre K, U K’ ‘꺼‘ is oblained (rom k, .... k,..wflft C._ • C. + 4pd[ (I /3)V，니L’ +B’) + 
Table 5.7 κ8L(L + B))' π. where C, • C,’ ‘’ •• 
c - l3 ++씨 o 0(H. 45I((DD +//d LB’l)U)O’ +ll‘J8. 4/‘j8/,lL)kIdB)(/9L |p1 +,‘’· 

is oblained (~m ,!abl.c 5.7 and Fig. 5.7 
r .. - 1 ’‘ iI (d/D)'.'. 혀’l/l때 
J • • (4 13 )d(lJ , + L') + 48Ld(L + 8) + (I /2)(L/B)" 
J, • (4/3 )BL(8’ + Ll) 

표 5.8 

| 
…a 
u 
| 

h굉-융 
J..o=냄f;rv， 

I뇨 , 1". , and Ib, area mome l'l ts of inertia about the x-.Y' ,and z-axes oi the actual soil-foundation contact surface 

No te. (1) 

(2) 

(3) 



표 5.9 비균질반무한체 상의 원형기초의 정적강도의 결정에 

펼요한 계수 

Type of loal버ng c =그 r--

Vertica1 1.0 
Horizon떠1 0.5 
Roc퍼ng 0.4 
Tor혀on 02 

표 6.1 예제 혜석에 사용된 지반특성의 륙성 

지반특성 풍화암 중간암 경암 

단위중량(pcf) 145 155 160 

포아송비 0.3 0.25 0.2 

천단파속도(φs) 1α)() X뻐〕 않500 

천단탄성계수 
4.503x1cr 1.잃x104 6.10><104 

(ksf) 

탄성계수(ksf) 1.17x104 4.81xl04 1.46xl(f 

채료감쇠비(%)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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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의 임피던스합수 

(균질 반무한탄성체상의 강체 원형기초) 

---.--

Mo이tion 
Equiv.려ent Equiv려ent 

Spr피g Cons없nt Damping Coefficient 

Horizontal ’ L‘ X - 32(1- y )GR 
7-8v CJC =0.576 k JC R 다낀 

p..()(갚파19 8GR 3 

k ,= 3rr~~v) 
0.30 

C.= ï~B， k. R{f)i감 

Vertical _ 4GR 
k ,,= ~~; C z= 0.85 kz R ..fP7G 

뉴←---→-

Torsion k t=16 GR3/3 Ct- 4파 It 
1 +2 ItlpR5 

in which 

JI = Poisson’s ratio of foundation m혀ium， 

G = Shear mod버us of foundation m어ium， 

R ;; Radius of 삼le circular base mat, 

p;; Density of foundation m어ium， 

Bw-- 3(1- v) Io -
8pR5 

10 ;; Total mass mO!Dent of inertia of structure and base mat 

about the rocking axis at 삼le base, 

It ;; Polar mass moments of inertia of structure and base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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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면심회전자를 갖는 기계기초(a)와 
이에 판련된 무질량 강체기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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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2 N개의 질량올 갖는 구조물의 2차원 지반-구조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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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SER'S MANUAL (DIN1EG - 2D ) 

------------------------------------------------------------===========================~----------~----------------------------

1. ]OB IDENTIFICA TION CARD (8A10) 
1-80 TITLE(8) ]OB IDENTIFICATION 

2. ]OB CONTROL CARD (215) 
1-5 N TOTAL NUMBER OF DEGREES-OF-FREEOOM(OOF) 
6-10 NOUT NUMBER OF DOF TO BE SOL VED 

3. OOF DEFINITION CARD (15, F lO.3) 
1-5 ICODE(I) DIRECπON CARD CF EACH DOF 

.EQ. 1 : 1RANSLATIONAL 

.00. 0 : ROTATIONAL 
EXCEPT FOR SSI, 

TRANSLATIONAL OOF OF BASEMAT, ICODE(I)=l1 
ROTA TIONAL DOF CF BASEMAT, ICODE(I)=10 

6-15 HEIGHT(I) HEIGHT OF THE Ith OOF FROM THE BASE 

4. MASS MATRIX CARDS (1OFI0.Q) ***** N CARDS 

5. DAl\ιPING MA TRIX CARDS (10FI0.0) ***** N CARDS 

6. STIFFNESS MA TRIX CARDS UOFI0.0) ***** N CARDS 

7. CONTROL CARD FOR INPUT MOTION (15, 4F1O.0) 
1-5 NTP NUMBER OF TIME POINT 
6-15 DTl TIME IN’TERV AL OF I1'에PUT MOTION 
16-25 SF SCALE FACTOR OF INPlIT MOTION (.EQ. 0.0 : 1.0) 
26-35 DLT TIME INTERV AL OF IN1EGRA TION (.EQ. 0.0 : DTl ) 
36-45 1H THETA (.EQ. 0.0 : 1.때 

8. OUTPUT REQUEST CARD (I5，5X，밍1) **** NOUT CARDS 

N01E --- IF W ANT TO PWT, SA VE TAPE7 FOR TIME mSTORY 
AND T APE8 FOR RESPONSE SPECTRA. 

1-5 ND(I) OOF NUMBER WHERE OUTPUTS ARE REQUII표D 
6-10 LEAVE BLANK 

11 IOUTl(I) IF 1, PRINT ACCELERA TION TIME mSTORY 
12 IOUT2(I) IF 1, SA VE ACCELERAπON TIME mSTORY 
13 IOUT3(I) IF 1, PRINT ACCELERA TION RESPONS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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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OUT4(I) IF 1, SA VE ACCELERA TION RESPONSE SPECTRA 
15 IOUT5(I) IF 1, PRINT MAXIMUM ACCELERA TION 

9. CONTROL CARD FOR RESPONSE SPECTRA (1215) 

1--5 
6--10 

NOTE --- SKIP π표S CARD IF IOUT3(I)=O AND IOUT4(I)=0. 

ID 
IP 

NUMBER OF DAMPING VALUES TO BE USED 
NUMBER OF ADDIπONAL FREQUENCIES 

EQ. 0 : FERQUENCIES OF USNRC RG. 1.122 
.GT. 0 : (RG 1.122 FREQ) + (ADDITIONAL FREQ) 

10. DAMPING V ALUE CARD (8F10.0) 

NOTE --- SKIP TInS CARD IF IOUT3(I)=O AND IOUT4(I)=0. 

1-10 DMP(1) 

71--80 DMP(8) 

DAMPING V ALUES 1'0 BE USED FOR CALCULATION 
OF RESPONSE SPECTRA 

11. ADDITIONAL FREQUENCY CARDS (8F1O.0) *.*** IPÆ CARDS 

NOTE --- SKIP TI표S CARD IF‘ IOUT3(I)=O AND IOUT4(I) =0. 
SKIP ’n표S CARD IF IP=α 

1--10 XTRAFR(1) ADDmONAL FREQUENCIES 

71--80 XTRAFR(8) 

12. J1I이PUT MOTION CARDS (앞'9.0) .* •• * (NTP+7)Æ CARDS 

======================= πIE END OF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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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그림 목차 

표 2.1 예제 헤석에 사용된 지반특성 

표 2.2 모델의 질량특성 

표 2.3 부재의 단면특성 

표 3.1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의 임피던스함수 

(균질 반무한탄성체 상의 강체 원형기초) 

표 5.1 상부토충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 s(Top)N s(H))와 

상부토충 두께와 기초 반경의 비(H/R)에 따른 최대 

가속도스펙트럽값 

표 5.2 상부토층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s(TOPνVs(H))와 

상부토충 두께와 기초 반경의 비(H/R)에 따른 최대 

가속도스꽤트럽값올 나타내는 진동수 

표 6.1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D.재)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 

표 6.2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D.재)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팩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 

표 6.3 묻힌기초의 예제 해석을 수행한 지반조건의 조합 

그렴 2.1 원자로건물의 단연도 

그림 2.2 DINTEG-2D와 SMACS의 상부구조의 

집중질량모델 

그림 2.3 HASSI의 -상부구조 유한요소모델 

그림 2.4 SMACS의 기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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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HASSI의 지반의 근역모델 

그립 2.6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선 

그림 2.7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웅답스팩트렴과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선의 웅답스팩 E 렴 비교 

그림 3.1 정규화된 수평병진 묻힘동적강도계수 axx 

그립 3.2 정규화된 수평축 회전 묻힘동적강도계수 Uoo 

그림 3.3 정규화된 수평병진 묻힘동적감쇠계수， βxx 

그림 3.4 정규화된 수평촉 회전 묻힘통적감쇠계수， β00 

그림 3.5 묻힌기초에서 토층의 이상화 

그림 3.6 묻힌기초의 주변 접촉상태에 따른 엄피던스 

수정계수， f 

그림 3.7 수명병진과 수평축 회전 연계의 강도계수， kx fJ 

그립 3.8 수평병진과 수평축 회전 연계의 감쇠계수 C" fJ 

그림 4.1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의 수평병진 

강도계수 (R = 80ft, V s = 2000 fps , 11 = 0.25, ç = 5%) 

그림 4.2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연기초의 수평축 회전 

강도계수 (R=80ft, Vs = 2000 fps , 11 = 0.25, ç= 5%) 

그림 4.3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의 수평병진 

감쇠 계수 (R=80ft, Vs = 2000 fps, 11 = 0.25, ç= 5%) 

그림 4.4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의 수평축 회전 

감쇠 계 수 (R=80ft, Vs = 2000 fps , 11 = 0.25, ç= 5%) 

그림 4.5 폴라크레인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 

스펙트럼 (Vs = 2000 fps, 11 = 0.25, ç= 5%인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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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운전층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응답스펙트럼 

(Vs = 2000 fps , 11 = 0.25, ç= 5% 인 반무 한지 반 

상의 표면기초) 

그렴 4.7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 

스펙트럼 (V s = 2000 fps , 11 = 0.25, ç = 5%인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 

그림 5.1 층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평병진 강도계수 

(R = 80 ft, V s(TOP) = 1000 fps , V s(H) = 3500 fps, 

H/R = l} 

그림 5.2 충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평축 회전 강도계수 

(R = 80 ft, Vs(TOP) = 1000 fps , Vs(H) = 3500 fps , 

H/R = 1) 

그림 5.3 충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평병진 감쇠계수 

(R = 80 ft, V s(TOP) = 1000 fps, V s(H} = 3500 fps, 

H/R = 1) 

그립 5.4 충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평촉 회전 감쇠계수 

(R = 80 ft, V s(TOP) = 1000 fps, V s(H) = 3500 fps, 

H/R = l} 

그림 5.5 충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평병진 강도계수 

(R = 80 ft, Vs(TOP) = 1000 fps , Vs(H} = 3500 fps, 

H/R = 2) 

그림 5.6 충상지반상 표연기초의 수평축 회전 강도계수 

(R = 80 ft, Vs(TOP) = 1000 fps , Vs(H) = 3500 fps , 

H/R = 2) 

그림 5.7 층상지반상 표면기초의 수명병진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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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80 ft, Vs(TOP) = 1000 fps, Vs (H) = 3500 fps, 

H/R = 2) 

그림 5.8 층상지반상 표연기초의 수명촉 회전 감쇠계수 

(R = 80 ft, Vs(TOP) = 1000 fps , Vs(H) = 3500 fps, 

H/R = 2) 

그립 5.9 폴라크레인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 

스 팩 트 렴 (V~(!OP) = 1000 fps. VS(H) = 3500 fps, 

HIR = 1) 

그림 5.10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늬%에 대한 충웅답스펙트렴 

(V s(TOP) = 1000 fps, V s(H) = 많00 fps , H/R = 1) 

그림 5.11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융 5%에 대한 충웅답 

스 팩 트 럽 (V s(TOP) = 1000 fps, V 5(H) = 3500 fps, 

H/R = 1) 

그림 5.12 폴라크래인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 

스펙트럼 (Vs(TOP) = 1000 fps , Vs(H) = 3500 fps, 

H/R = 2) 

그림 5.13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스팩트럽 

(V s(TOPl = 1000 fps, V 5 (H) = 많00 fps, HIR = 2) 

그렴 5.14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응답 

스 팩 트 럽 (Vs(TOP) = 1000 fps, Vs(H) = 3500 fps, 

H/R = 2) 

그림 6.1 폴라크래인위치에서의 감쇠융 5%에 대한 충웅답 

스팩트럼 (Vs(흑백= 잃00 fps , Vs(기초져연) = 3500 fps, 

D/R = 0.3) 

그림 6.2 운전충에서의 감죄율 5%에 대한 충웅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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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혹벅) = 3500 fps, V s(기초져연) = 3500 fps, 

DIR = 0.3) 

그림 6.3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층웅답 

스펙트렴 (Vs(혹벅) = 3500 fps, V s(기초져연) = 3500 fps, 

DIR = 0.3) 

그림 6.4 폴라크래인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용답 

스팩트럼 (Vs(혹벅) = 3500 fps, Vs(기초져면) = 3500 fps, 

DIR = 0.6) 

그림 6.5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응답스펙트럼 

(Vs(혹벅) = 3500 fps, V s(기초져연) = 3500 fps, 

DIR = 0.6) 

그림 6.6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응답 

스팩트렴 (Vs(혹삐= 3500 fps, Vs(기초저연) = 3500 fps, 

DIR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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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서 츠료 
1.-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영향은 강체 표면기초를 갖는 구조물의 경 

우에는 지반이 견고하면 무시될 수 있으나， 강제 표면기초의 경우라도 

지반이 유연하거나 묻힌기초의 정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해석 결과 

에 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석모탤에 지반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반의 영향올 혜석모웰에 포함시키는 방볍은 동적해석방법에 따라 

다르다. 유한요소법 이 나 유한차분법 에 의 한 칙 접 법 (direct approach)에 

서는 지반올 칙접적으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모텔에 포함시킨 

다. 그러나 반무한체이론에 업각한 부분구조법 (substructure approach) 

에서는 지반의 특성올 스프령과 댐퍼로 나타댄다. 이를 임피던스 또는 

동적강도라 한다. 구조물 모웰에 연결시킬 지반의 임피던스는 구조물 

기초와 지반 경계면에서의 각 자유도에 대하여 힘-변위 판계식으로 

부터 구하여진다. 

진동수에 무판한 집중변수로 나타내는 지반모탤 작성에 판한 연구 

는 반무한탄성체이론으로 지반의 동적 거동올 예측할 수 있옴올 보인 

Richart둥(1976)의 연구와 반무한탄성체 위에 놓인 강체 원형기초의 

수칙거동올 진동수에 무관한 집중변수로 나타낸 1 자유도계 모웰인 

질량-스프링-댐퍼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옴올 보인 Lysmer풍(1966) 

의 연구가 그 효시가 된다. Whitman둥(1967)은 진동하는 기초 저면에 

발생하는 지반반력의 분포형태를 고려한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매개 

변수를 구했다. 기초의 각 운동에 대하여 지반올 2 자유도계로 나타내 

고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매개변수를 구한 Wolf둥(1986)의 연구가 있 

은 후， 이에 관한 논문(Wolf 1991a, 1991b)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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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던스를 사용한 부분구조법에 
의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혜석 결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것이다. 대표 

적인 가압수형 경수로용 원자로건물올 지반조건과 기초상태를 달리하 

는 경우에 대하여 상부쿠조를 둥가보와 집중질량으로， 지반을 스프링 
과 댐퍼로 모탤하는 DINTEG-2D(김항수 1993)를 개발 사용하였다. 고 

려된 지반조건과 기초상태는 균질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와 그 속 

으로 묻힌기초， 충상지반 상의 표면기초， 균질 반무한체 기초저면 지 

반과 측면 지반의 특성이 다른 묻힌기초 둥이다. 

<::1 띤구의 목적은 지반의 충상과 기초의 묻협효과를 공학적으로 타 
당성있게 고려할 수 있는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과 그 허용한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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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모델과 입력운동 

1. 해석모델과 지반특성 

해석 대상 구조물은 그림 2.1과 갈은 원자로건물로 외벽은 훤홍형 

쩔파 반구형 돔으로 구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이며， 내부구 

조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이루고 있다. 건껄채료인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Ec== 610,000 ksf, 단위체적중량 W c==l5Opcf, 포아총비 11 ==0.17 그 

리고 구조감쇠율은 임계감죄값에 대하여 원자로건물의 외벽은 5%, 내 

부구조물은 7%이다. 

고려된 지반은 그 채료륙생이 표 2.1과 칼은 풍화암， 중간암， 청암이 

다. 

혜석모멜은 크게 상부구조물과 지반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부구조물과 지반을 사용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달리 모웰링하였다. 

원자로건물이 균질 반무환지반 또는 충상지반 상의 표면기초률 가지 

는 경 우는 SMACS (Johnson et a1. 1981)를， 묻힌 기 초를 가지 는 경 우 

에는 HASSI (Computer 1987)롤 사용한다. SMACS와 HASSI는 모두 

진동수영역혜석으로 철과를 얻는다. 반면애 DINTEG-2D는 시간명역 

해석으로 혜를 구하도록 작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셔는 DINTEG-2D 

를 이용하여 각 경우애 대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올 수행하여 

그 결과를 SMACS 또는 HASSI결과와 비교 고활한다. 

상부구조물을 DINTEG-2D와 SMACS에셔는 그림 2.2와 같이 18개 

의 보요소와 질량으로 모탤령하였으며， 모텔의 질량과 부재단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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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각각 표 2.2와 표 2.3에 수록하였다. HASSI에서는 그림 2.3과 같 

이 원자로건물의 외벽은 축대칭요소에 의한 유한요소모탤로， 내부구조 

물은 보와 집중질량으로 모델링되었다. DINTEG-2D에서는 지반올 진 

동수에 무판한 스프링과 댐퍼로 나타내었으며， SMACS에서는 지반이 
근역과 원역으로 구분되어 모탤링되었으며， 근역은 그림 2.5와 같이 

촉대칭요소를 사용하였고 원역은 임피던스합수로 모웰링되었다. 

2. 입력운동 

SIMQKE (Gas뼈rini et al. 1976)를 사용하여 USNRC 기준을 만족 
시키는 지속시간 20초의 인공지진 가속도-시간이력곡션올 만톨어 입 
력운동으로 사용한다. 입력운동은 그림 2.6과 갈으며， 인공지진 입력운 

동의 용답스팩트렴과 USNRC 기준올 그림 2.7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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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엄피던스 

Lysmer둥(1966)이 반무한탄성체 위에 놓언 강체 원형기초의 수칙거 

동올 근사적으로 진동수에 무관한 집중변수로 나타낸 1 자유도계 모 

델인 질량-스프링-댐퍼 시스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후， Whitman 

둥(1967)이 수평병진운동과 수평촉에 대한 회전운동에 대혜서도 진동 

수에 무판환 지반의 임피댄스률 구할 수 있는 직올 채시하였다. 이 곁 

과들은 표 3.1에 보인 바와 같다. 

이상적인 지반， 즉 반무한탄생체의 경우에는 표 3.1에 보인 식들올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진동수에 무관한 값으로 얻올 수 있으나， 실제 

지반은 여러가지 형태의 충상을 이루고 있으며 지반 특성도 깊이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표 3.1올 수정없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구조물 

은 대부분 어느 청도의 묻협올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사용에 신중올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Whitman공식 (표 3.1의 식)에 지반의 발산감죄와 째 

료감쇠(히스테리틱감쇠)를 함째 고려할 수 있도록 대용원i!.l (Wolf 

1985)를 적용하는 방법과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 

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임피먼스를 구한다. 

대웅원리를 적용하면 지반 임피던스합수는 

K z = Kzo ( k + i aoc) ( 1 + i 2ç ) (3.1) 

가 된다. 여기서 K zo 는 지반의 정적강도이고， ç 는 채료의 히스테리 

틱감쇠율이다.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임피던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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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올 묻힌기초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면기 

초의 경우에는 묻힘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올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단계 : 다융의 식을 이용하여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첫번째 진 

동수를 구한다. 첫번째 진동수는 시행착오법에 의해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었다. 

----1.. = ----1.. + ----1.. + ----1.. (3.2) 
ωi ωf ωF ωh 

여기서， 

ω1 =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rad/sec) 

ωJ = 고정기초 상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rad/않c) 

ωr = 수명축 회전애 판련된 진동수(rad/sec) 

ω2_ 죠쁘 
r- 1 

1= 기초의 수평 회전촉에 대한 구조물과 기초의 전체 

질량2차모멘트 

K 8fJ = 수형촉 회천 임피던스계수 (l1o=O 에 해당하는 임 

피먼스) 

ω h = 병진에 판련된 진동수(rad!sec) 

ω2 효!:L 
h- M 

M= 구조물과 기초의 전체 질량 

Kxx = 병진 임피던스계수 (ao=O 에 혜당하는 임피던스) 

2 단계 : 무차원진동수 ao.를 다음의 식올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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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3.3) 

여기서， 

ω1 =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rad/sec) 

R = 기초 반경 

V s = 구조물과 접한 토충의 전단파속도 

3 단계 : 그립 3.1에서 그림 3.4까지를 이용하여 묻힘통척강도계수 

a. ii 와 묻협동적감쇠계수 ß ii 를 구한다(여기서 i = x, 8 

이다). 

4 단계 : 다음의 식에 의해 묻힌기초의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던 

스를 계산한다. 

kii - kii [ 1 +(a. ii -1) 월f] 
(3.4) 

• Cü [ 1 + (값 -1) 흐~ f] Cii - U L .... \ t' U ... " G2 

여기서 Gl • G2는 그림 3.5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 J 는 

그림 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물의 주변 접촉상태에 

따른 임피먼스 수청계수이다. kii 와 Cü 는 표면기초의 

진동수애 종속하는 임피먼스함수이다. 

5 단계 : 묻힌기초의 경우에는 병진과 수평축 회전 연계의 임피 

던스를 그림 3.7과 그림 3.8올 이용하여 구한다. 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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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정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진동수에 무관한 엄피던스를 본 연구에서 작성한 

DINTEG-2D의 모델에 사용한다. 

-426-



제4절 반무한지반 상의 표면기초를 가지는 

경우 

1. 진동수에 종속한 반무한지반의 엄피더스 함수 

표 2.1에 보인 풍화암， 중간암， 경암에 대하여 반해석적방법으로 진 

동수에 종속하는 임피던스합수를 각각 구하고， 대표적으로 중간암 

(V s=2ooo fsp)의 지반 임피던스함수를 그림 4.1에서 그림 4.4까지 보였 

다. 수명병진운동과 수평촉 회전의 연계효과는 표면기초의 경우는 무 

시할 수 었는 정도(Luco et al. 1971)이므로 보이지 않았다. 이들 진동 

수에 종속하는 임피던스합수는 지반-구조물 시스템의 첫번째 진동수 

를 기준한 방법으로 DINTEG-2D의 지반 모탤로 사용할 진동수에 무 

판한 강도계수와 감쇠계수를 구하는데 이용된다. 

2.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던스를 사용한 반무한지반상 구 

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각 경우에 대하여 Whitman공식과 대웅원리를 적용하는 방법과 지 

반-구조물 시스탱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한 방법으로 진통수에 무관 

한 지반의 강도계수와 감죄계수를 전술한 바에 따라 각각 구하여 그 

림 2.2의 상부구조모탤과 조합하여 DINTEG-2D로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해석올 수행하였다. 이 컬과를 그림 2.2의 상부구조모탤파 그림 

2.4의 지반 모멜올 사용한 SMACS의 혜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대표적 

으로 지반이 중간암인 청우만올 그림 4.5에서 그림 4.7에 비교한 결과 

를 보였다. 

-427-



결과 고찰에 의하면， 두 방법은 모두 타당성있는 근사값올 제시하므 

로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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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층상지반 상의 표면기초를 가지는 경우 

1. 진동수에 종속한 충상지반의 엄피던스함수 

층상지반의 정우 지진에 의한 에너지가 일정한 충내에 갖히는 효과 

가 발생하여 에너지발산이 자유로운 반무한체에 비하여 에너지 발산 

올 나타내는 발산감죄값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장지반의 임피 

던스함수는 반무한체에 비하여 진동수에 따른 변화의 청도가 매우 크 

다. 이러한 현상은 지반의 엄피먼스를 진동수에 무관한 값으로 나타내 

는데 주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충상지반상에 놓인 표면기초의 임피던스함수는 상부토충의 두째와 

기초 반경의 비(H/R) 이외에 상부토충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에 대 

한 비 (Vs(TOPνVs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단파속도가 1α)() fps인 

상부토충과 전단파속도가 3500 fps인 반무한체로 이루어진 충상지반 

상의 표면기초언 청우의 지반 임피먼스함수를 대표적으로 보이면 H/R 

가 1일때 그림 5.1에서 그림 5.4와 같고， H/R가 2일때 그림 5.5에서 그 

림 5.8과 같이 얻어진다. 

2. 상부토충과 반무환체의 전단파속도비와 상부토충의 두께와 기 
초 반경의 비에 따른 엄피던스에 미치는 충상효과 

충상지반의 임피던스합수는 상부토충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 s(Top)N san>와 상부토충 두째와 기초 반정의 비(H/R)에 가장 큰 영 

향올 받고 있다. SMACS를 사용한 예제 해석올 통하여 상부토충과 

반무환체의 전단파속도비 (V s(Top)N s(H))와 상부토충의 두째와 기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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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비(H/R)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팩트렴값과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 

을 나타내는 진동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전단파속도가 4000 φs 이 

상인 지반의 재료감쇠값과 포아송비는 경암(전단파속도 = 3500 fps)의 

값과 같이 가정했다. 

해석한 결과인 표 5.1은 상부토충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 s(TOP)N s(II))와 상부토충의 두채와 기초 반경의 버 (H!R)의 각 조합에 

대한 돔정상부(No. 10)와 운전충(No. 15)에서의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 

을 나타낸 것이고， 표 5.2는 동일한 위치에서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타내는 진동수롤 청리한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충상효과는 

상부토충과 반무환체의 전단파속도비 (V s(TOP{V s(H))가 적올수록， 또한 

상부토충 두께와 기초 반청의 비 (H!R)가 적올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H/R 비가 2 에서 4인 충상지반의 경우훌 상부토충의 지반특성 

과 동일한 륙성올 갖는 반무한지반의 경우와 버교하면， 최대가속도스 

팩트럽값을 나타내는 진동수는 거의 통일하나 그 최대가속도스팩트럼 

값이 증가한다. 이는 충상지반의 지반 엄피던스의 발산감죄 

(radiationan1 없mping)값이 상부토충과 동일한 지반특성올 갖는 반무 

환체의 경우보다 적다는 것올 나타낸다. 또한 H/R 비가 4 이상인 경 

우때는 충상효과률 무시할 수 있옴올 알 수 았었다. 

3.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던스를 사용한 충상지반상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Whitman공식과 대용훤리를 적용하는·방법과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한 방법으로 결청한 진통수에 무판환 스프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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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돼값올 사용한 DINTEG-2D의 근사해석 결과를 SMACS의 컬과와 

비교함으로써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던스의 적용한계를 껄청하였다. 

해석결과중 대표적으로 전단파속도가 Vs(TOP)=I000 fps인 토층이 전 

단파속도가 V sUD=3500 챔s인 반무한체 위에 놓인 지반에서 상부토충 

두쩨와 기초 반경의 비(H!R)가 1과 2인 청우에 대하여 DINTEG-2D 

와 SMACS로 수행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결과를 그림 5.9에서 

그림 5.14까지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로 부터 상부토충의 특성올 사용하여 Wlùtman공식과 대용 

원리률 적용하여 구한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먼스는 층상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충상지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컬청펀 치반 

엄피먼스는 모든 경우에 약간의 안전측의 결과률 주고 었다. 또한 최 

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타내는 진동수특성도 매우 잘 일치하고 있옴 

을 알 수 있다. 

결파적으로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에 혜당하는 임펴 

던스는 상부토충 두째와 기초 반정의 비(H/R)가 1인 충상지반의 경우 

에도 그 결과가 SMACS의 결파에 비해 10% 미만의 차가 있을 뿔이 

다. 

// 

제6절 묻힌 기초를 가지는 경우 

1. 균질 반무한체 내의 묻힌 기초의 묻힘효과 

표면기초의 웅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 이외에， 기초의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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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 (D!B 또는 D/R)가 추가적으로 묻힌기초의 

지반 임피먼스의 결정에 중요한 매개변수가 된다. 더우기 수직벽과 뒷 

채움째 사이의 접촉거동이 묻힌기초의 용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접촉 

면 사이의 활동은 수칙벙진과 비훌애， 분리는 수명병진과 수평축 회전 

에 대하여 그러하다. 

기초의 묻힘은 지반의 강도 및 감쇠값올 나타내는 임피던스함수를 

변화시켜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의 크기와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 

타내는 진동수에 변화를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초의 묻힘은 지반의 

강도와 감쇠값올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재 되어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은 감소하고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는 증가한다.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물협깊이의 비 (D/R)의 명향융 파악하기 위하여 

표 2.1의 지반특성을 가지는 균질 반무한체 내에 묻힌기초의 D/R 비 

가 0.3, 0.6, 0.9인 경우롤 HASSI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을 수행 

하여 돔갱상부(No. 10)와 운천충(No. 15)에서 용답스펙트럽올 계산하 

고，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과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 

를 표 6.1.과 표 6.2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판찰되듯이 묻힘깊이의 영향은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과 

최대가속도스펙트럽값을 나타내는 진동수를 변화시키며，-1. 컬과는 전 

술한 바와 같이 기초의 묻힘은 지반의 강도 빛 감쇠값올 중가시켜 지 

반-구조물 시스댐의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은 감소하고 획대가속도스 

펙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는 중가한다. 그러나 원자로건물의 외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도를 가지고 있는 내부구조물에서는 지반의 강 

도가 커점에 따라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반-구조물 시스 

댐의 첫번째 고유진동수가 커져 내부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접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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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생긴 공진현상의 결과로 판단된다. 

2.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던스를 사용한 묻힌기초를 가지 

는 구조물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 

기초저면애서의 지반반력은 표면기초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 

갱 (Novak둥 1973)하고， 기초측면의 지반의 영향올 3장에서 체시한 방 

법으로 묻협효과와 주변 컵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근사적으로 묻힌기 

초의 임피댄스률 구할 수 었다. 

표 6.3에 나타낸 지반조건에서 기초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 (D!R)가 

0.3과 0.6언 경우애 DINTEG-2D와 HASSI에 의해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해석올 수행하고， 대표객으로 기초측면 지반이 전단파속도 vs(혹 

액)=3500 fps이며， 기초저면 지반도 천단파속도， vs(기초져연)=3500 fps언 

반무한체인 묻힌기초률 갖는 경우의 해석결과를 그림 6.1에서 그렴 

6.6까지 나타내었다. 

해석결과애셔 보듯이 HASSI에 의한 결과와 DINTEG-2D에 의한 결 

과의 진동수 륙생온 잘 얼치하고 있으며， 최대용답은 안전측의 결과를 

주고 있으나 묻협깊이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커짐올 알 수 있다. 기초 

의 반경애 대한 묻혐깊이의 비 (D!R)가 0.3 이상인 정우에는 

SHAKE(Schnabel et al. 1972)와 같은 프로그랩을 사용하여 기초슬래 

브 위치에셔의 지진운동올 구하여 입력시켜야 합올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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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결 프료 
'-

본 연구는 진동수에 무판한 지반 임피던스를 사용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로서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 임피던스의 결 

정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올 고려하였다. 첫째 방법은 Whitman공식과 

대웅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이고 두번채 방법은 지반-구초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으로 지반 임피댄스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진동수에 무판한 엄피딘스를 사용한 

예제 해석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균질 반무한점탄생체상 표면기초의 경우에는 Whitman공식과 

대용원리률 적용한 방법과 지반-구조물 시스댐의 첫번책 진동 

수를 기준으로 지반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방법이 모두 안전측 

의 결과를 주고 었다. 

(2)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시 상부토충 두째와 기초 반정의 비 

(H/R)가 1 이상인 충상지반상의 구조물의 정우까지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롤 기준으로 결청환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던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3) 기초의 반정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D/R)가 0.3 이하인 묻힌기초의 

경우는 수명병진과 수평축 회전 연계 엄피댄스롤 고려하는 지반-구 

조물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를 기준한 방법으로 진동수에 무판한 

임피먼스를 구하여 사용하면 자유장 지표면 입력운통올 사용하더라 

도 그 해석철과는 청확혜(HASSI의 결과)와 최대가속도스팩트럽값 

에서 10% 미만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시스댐의 첫번째 진동수 

를 기준으로 결정환 임피던스를 사용하면 D/R 비가 0.3 이하인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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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초의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서 타당성았는 결과를 얻을 

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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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예제 혜석에 사용된 지반특성 

지반특성 풍화암 중간암 경암 | 
단위중량(pcf) 145 155 160 

포아송비 0.3 0.25 0.2 

전단파속도(fps) 1αm 2000 많500 

전단탄성계수 
4.댔x1cr 1.잃x104 6.10><104 

(ksf) 

탄성계수(ksf) 1.17x104 4.81xl04 1.46xl(f 

l 채료감쇠비(%) I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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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모델의 질량특성 

Node Coordinates (효) Wx WIY Remarks 
No. X Y Z (kips) (kips-ft2) 

1 0.0 0.0 83.0 274 1.392 X 1어 Non-Mass Mode 

2 0.0 0.0 100.0 5760 1.않OX 107 

3 0.0 0.0 122.0 6570 1.691 X 107 

4 0.0 0.0 142.0 7많)() 2.356X 107 

5 0.0 0.0 175.0 8090 2.277X 107 

6 0.0 0.0 200.0 7fílO 2.152X 107 

7 0.0 0.0 230.0 8860 2.167X 107 
t-

Polar Crane 

8 0.0 0.0 았55.0 6080 1.486X 107 

9 0.0 0.0 껄얘J.O 6080 9.잃4XI06 

10 0.0 0.0 300.0 2740 1.392X 106 Top of Cont 

11 0.0 0.0 100.0 앉훌U 3.잃4X 106 Rx Horiz. Su뼈rot 

12 0.0 0.0 116.0 많n> 6.656 X 1앤 

13 0.0 0.0 100.0 5820 6.088X 106 

14 0.0 0.0 122.0 6640 5.473X 1(f Intem빼iate F1∞r 

15 0.0 0.0 142.0 9350 1.034X 107 
Opera파tg F1∞r 

16 0.0 0.0 155.0 4790 1.164X 1(f S/G Up따 Support 

17 0.0 0.0 167.0 1470 8.74O X 1(1' Top of Int Str. 

18 0.0 αo 77.0 당η'80 7.α)()X 107 Bas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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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부재의 단면특성 

Element Ax (ft2) ASH (ft2) Iy (ft1) Remarks 
No. 
1 1않)() 없O 5.096X 106 Cont. Sh러1 

2 1앉)() 940 5.α)6 X 106 " 

3 1860 없O 5.α꼈 X l(f " 
4 1860 940 5.096X 106 

” 
뉴-

5.α꼈 x l(f 5 1앉)() 잃O ” 
6 1860 940 I 5.09ô x 1아 ” 
7 460 660 3.500X 106 Cont Dome 
8 양)() 660 2.혀4 X IQ6 ” 
9 쟁O 690 1.075X 106 ” 
10 1460 850 1.950X 1앤 primaty Shl머d 

11 1940 1350 2.723X l(f ” 
12 1410 1140 2.469X lOS ” 
13 1당m 없O 1.잃7X106 Second. Sh머ld 

14 1190 없0 1.566xuf ” 
15 1240 않O 1.609X 1앤 " 
16 1410 1150 2.110X lOS S/G Encl. Wall 
17 1300 1150 2.쨌X1야 ” 
18 1αxx> l(뻐)() 1.α)(}X 10B l뀐갤친d젠말n같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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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진동수에 무관한 지반의 엄피던스함수 

(균질 반무한탄성체 상의 강체 원형기초) 

Motion 
Equivalent Equivalent 

Spring Constant Damping Coefficient 

Horizontal kx= 32i1- v )GR 
7-8v C,, =0.576 k" R ..[고7감 

Rocking 8GR 3 
c.= 

0.30 k, R ... τ7감 k*= 3(1- ν ) l+B, 

1- v Cz=O.85 kz R..[국진 

Torsion k t = 16 GR3/3 l 
[

/t - 1맛~ 
1+2 ItlpR5 

여기서 

11 = Poisson’s ratio of foundation m려ium 

G = Shear modulus of foundation m어ium 

R = Radius of the circu1ar base mat 

p = Density of foundation medium 

B .. =.l(1- v )Io 
’ 8pR

나 

10 = Total mass moment of iner다a of structure and base mat 

about the roc퍼ng axis at the base 

1t = Polar mass moments of iner피a of structure and base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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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상부토층과 반무한체의 전단파속도비 (Vs(TOP“Vsun)와 
상부토충 두째와 기초 반경의 버(H/R)에 따른 최대 
가속도스팩트럽값 

돔정상부íNo lill 

싫짧만 최 대가속도스팩트렴값(g) 
r--• -_ ... 

0.5 1 2 3 3.5 4 00 

1αm자웠x) 3.8<핑20 2.7αg 2.19475 1.8많19 1.78387 1.76110 l..OO935 

1αP저500 4.82!:핑2 3.28파4 2.31C70 1.908æ 1.7얹혔7 1.7.‘&했 1.8:없5 

1αX)/4000 5.0따웠} 3.훌용z3 2.31841 1.91않ì8 1.8(정63 1.74015 1.8:웠35 

1αX)ßXX) 5.껑웠 a당194 2.32982 1.91781 1.81앓7 1.~ 

llXX)/lαlOO 5.26713 3.앉m6 2.3많i94 1.92껑 1.8:겼‘13 1.r0J35 
1----

2(0)í.i500 6.17117 5.3:웠20 4.21400 3~혔 3.762t12 3.64014 3.6:했갱5 

2(0)/4000 6.72610 5.æ426 4.Z789O 4α5t7 3.79'π2 3.1없빼r aas훨f흘ì95도l 
2(0)，자xxx) 6.9Z798 a장162 4.3E혔39 4.14251 3.85096 a훌삐46 

2(0)/1αxx> 72.껴25 6.74476 4.64450 4.32800 3.9훌동l 3.6'πlO1 3.6:쨌갱5 

않500/4000 당당3200 5.52281 5.5흩월8 5.51342 5.4232였 5훌33s1 

않5CQ자xxx) 5.83ffi9 6.00187 5.8월38 5.71909 5.fHK11 5.훌훌훌 5얹했)( 

했00/1αm 5.90062 a동월99 6.양왔}8 6JJπ뻐 5.9:nY7 5.7당훌 5훌!3s7 

운전충(No 꼬l 

v김뚫rL 최대가속도스펙트럽값(g) 

0.5 1 2 3 3.5 4 00 

1αm지겠x) 1.~)끄!9 1.αx542 0.8양꽤 α714Æ회 0.71α301 α7α)92 0.71횡x3 

1αU경500 1.5π짧 1.24æ6 0.88219 O.겸월4 0.7a512 0.1앉몽29 0.71403 I 

1αX)j.옐XXJ 1.56190 1.21:훌경 @훌~ 0.7양i09 0.71αì81 O.앉혀54 0.71403 

1αx>.샤nx:l 1.64026 1.29136 O.훌훌74 0.T.i짚￥5 0.7(웠% - 0.71403 I 

l(XXJ/1αro 1.겸158 1.30005 0.91341 0.72훌P 0.71374 α71403 

2(0)경500 1.38704 1.32138 1.37475 1.30213 1.2포J98 1.22'검4 1.2퍼44 

2(0)/4000 1.35119 1.37003 1.40000 1.31911 1.27127 1.Z3124 1.2핑44 

2(0)ßXX) 1.48138 1.땅뻐3 1.43700 1.34251 1.2훌핑1 1.앙761 1.2뾰44 

2(0)/1αro 2.34f죠g 1.~쪼48 1.52713 1.37176 1잃월4 1.2.:핑41 1.21944 

않500/4000 ‘ 1.45025 1.3æ15 1.33않g 1.34911 1.34919 1.3힘72 

않5OOßXX) 1.64575 1.46015 1.31292 1.34307 1.34588 1.많-m1 1.3힘72 

였00/1αxx> 2.25421 1.8292웠 1.2밍$ L않퍼41 1.33444 1.34197 1.3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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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상부토층과 반무한체 의 전단파속도비 (V s(TOP/V s(II))와 
상부토충 두께와 기초 반경의 비 (H!R)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팩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 

돔정상부(Nι10) 

싫짧만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타내는 진동수(cps) 

0.5 1 2 3 3.5 4 00 

1αD까웠x> 2.260 1.얹~ 1.얀E 1.750 1.745 1.’π)5 L얀50 

1αXJ，쩌500 2..ø> 2.070 1.820 1.750 1.'얀50 1.755 

쫓 lαXJ/4000 2.430 2~αm 1.750 1.얀퍼 1.750 1.755 
1αXJJrro) 2.강R 2.αm 1.얀50 1.750 1.750 -
1αmαxx> 2.430 2.야퍼 1.얀50 1.7!iO 1.750 

•- -----• 
2(0)/3500 3.410 3.240 2.~ 2.855 2.얹% 2.855 2.H50 

2(0)/400) 3.410 3.2!iO 2.860 2.860 2.860 2.855 2.H50 

2(0)Jrro) 3.430 3.240 2.860 2.얹삐 2，얹% 2.860 2.H50 

2(0)/11α% 3.640 3.230 2.880 2.880 2.870 2.860 2.850 

않500;'핫m 3.앉뻐 3.83> 3.810 3.810 3.815 3.810 

35OOJrro) 3.앉50 3.960 3iIX) 3.810 3.815 3.815 3.810 

갖500/1αlOO 4α)() 3.!liO 3:앞50 3.810 3.815 3.815 3.810 

운천충(No. 15) 

누파짧반~ 최대가속도스팩트렴값올 나타내는 진동수(cps) 

0.5 1 2 3 3.5 4 00 

1αm까;nX) 2.240 1.880 1.740 1.730 1.740 1.겸5 L겸5 

1αP경500 2.240 1.9æ 1.740 1.620 1.730 1.낀엉 1.7J5 

1αXJ/4OO) 2.250 1.'앉x) 1.740 1.620 1.730 1.염5 L얀E 

1αXJJrro) 2.440 1:않x) 1.740 1.610 1.730 L얀5 

1αmαxx> 2.430 1.990 1.740 1.610 1.730 1.염5 

200l저500 3.220 2.770 2.860 2.710 2.690 2.앉x) 2.710 

2(0)/400) 3.220 3.100 2.860 2.710 2.앉x) 2.앉잉 2.710 

2(0)Jrro) 7.700 3.200 2.860 2.710 2.690 2.앉몽 2.710 

axx:>/1αlOO 7JJ:X> 3.220 2.860 2.710 2.앉갱5 2.1앉E 2.710 

않500/4(0) 9.590 9.590 9.많x) 9.500 9.500 9.590 

않5OOJrro) 9.590 9.640 9.590 9당x> 9.500 9.590 9.æo 

3500/1αlOO 10.290 8.940 9.590 9.또x> 9.590 9당x> 9.æ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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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 (D!R)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팩트럽값 

돔청장부(No. 10) 

삶얻? 최 대가속도스팩트렴값(g) 

0.0 0.3 0.6 0.9 

1αm 1.79725 1.76785 1.앉)5()6 1.31935 
2(XX) 3.86232 3.371여8 2.õl747 2.었용71 

3500 5.726æ 4.60635 4.&웠42 3.llï39 

운천총(N!α 15) 

꾀없t 최 대가속도스팩트렴값(g) 

0.0 0.3 0.6 0.9 
1αp O.않357 0.69701 O.’겸α핑 0.77537 
2(XX) 1.2E표}98 0.97090 1.α뻐4 1.10023 

3500 1.19728 1.35723 1.강정25 1.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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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기초의 반경에 대한 묻힘깊이의 비 (D!R)에 따른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을 나타내는 진동수 

돔청장부(No. 10) 

꾀없?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타내는 진동수(cps) 

0.0 0.3 0.6 0.9 

1αm 1.74 2.24 2.58 2.84 
------

2(0) 2.86 3.42 3.64 4.58 

3500 3.66 4.04 4.62 5.65 

운전총(No. 15) 

꾀많?1 최대가속도스펙트럼값올 나타내는 진동수(φs) 

0.0 0.3 0.6 0.9 

1αn 1.62 1.96 9.60 9.62 
2(0) 2.70 3.22 9.51 9.00 

3500 9.65 9.75 10.30 10.30 
」←

표 6.3 묻힌기초의 빼쩨 혜석올 수행한 지반조건의 조합 

깃鐵??」 1 2 3 4 5 6 

vs(혹벅) 1000 1αm 1αn 200) 200) 3500 

VS(7] 호져연) 1αm 200) 3500 2뻐〕 3닷m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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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용답스펙트럼 
(VscTOP)=1000 fps. Vs(H)=3500 fps. H!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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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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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용답스펙트럼 
(Vs(혹빼)=3500 fps, Vs(기초져면)=3500 fps, DIR=0.3) 

-483-

10 

FREQUENCY (CPS) 

0.0 
0.1 

그림 



6.0 

d 5.0 

g 4 g 

H 
멈 3.0 
띠 
니 

잉 2.0 
o 
럭 1. 0 

0.0 
0.1 

- r-

--- DINTEG-20 걸파 
(헛언예 전용수를 기훈한 방법) 

----01써랩-20 곁과 

(lIhi빼n 공식과 대용헨리를 객용) 
•••• Ko\SSI 겸과 

. 

”ll; 

: ‘ 

|깃? 
，'"슨 

싸f -= 

10 

FREQUENCY (CPS) 
1ØØ 

그림 6.4 폴라크혜인위치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웅답스팩트럽 
(VS(핵)=3500 fps, Vs(기초쳐명)=3500 fps, DIR=0.6) 

-484-



6.0 

f ‘ 5.0 
d 
、-"

z。←엉 4.0 

3.0 

협U〔쩍j 2 g 

1. 0 

ø.ø 
0.1 

-- DINTEG-ZD 컬과 
(첫번~I 진용수를 기훈한 방법) 

- - - - DIl'lTEG-ZD 겉과 
(Whit멜n 공식과 대용윈리를 쩍용) 

•• 'HASSI 컬과 

~ 
~ ;」、 χ x 

r-

10 

FREQUENCY (CPS) 
1Ø0 

그림 6.5 운전충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용답스팩트럼 

(VS(혹액)=3500 φs， VS(기초쳐면)=3500 fps. DIR=0.6) 

-485-



6.0 
-01-;π(;-20 켈파 

(첫언쩨 진흥수훌 기훈한 방법) 
，、 5.0 
t.:J 

----01-;πG-2D 컬과 
(\hi빼n 공씩과 대용원리를 쩍용) 

••••••• K뚫I 철:￥ 

3.0 

2.0 

1. 0 
“.J, I u μ/ 

0.0 
0.1 10 100 

FREQlÆNCY (CPS) 

그림 6.6 내부구조물 바닥에서의 감쇠율 5%에 대한 충용답스펙트럼 
(VS(혹액)=3500 fps, V s(기초져명)=3500 fps, D/R.=O.6) 

-486-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배경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연구항목별 연구내용   
	제1절 자유장해석 
	제2절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제3절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비선형해석(재료비선형) 
	제4절 기초의 부분적 들림현상 
	제5절 지하구조물의 내진해석 
	제6절 지상 탱크구조물의 내진해석 

	제3장 결론 
	부록 I. 자유장해석 
	부록 II. 임피던스함수에 대한 연구 
	표 및 그림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