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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펀 

L 체목 

지반-구죠률 시스햄 내진혜석방법의 쩍용성연구(IV)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 벌전소와 갈이 크고 무거우며 매립된 구조률의 내진껄계훌 

최쩍화하기 위해서는 풍객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훌 찰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반-구조물 장호작용효과에 내포된 많은 불확실 

성 요인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견소의 내진해석 및 셜계에 있어셔 균 

일한 안천율과 해석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어려융이 따룰다. 따라셔 

이러한 불확실성요인의 쩍컬한 이뼈와 I명가훌 위해셔는 지밤-구초물 

상호작용 해석 기술의 이론쩍인 배경 파악과 척철한 해적 기술의 재 

벌 빛 청립이 펼요하며 이와 풍시에 현장에셔의 실충시험풍을 통하여 

해석 기법율 청확하재 쩍용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해석 경험융 쌓율 

훨요가 있다. 이훌 위하여 현재 대만의 Hua1ien애셔 수행충인 대형내진 

모렐시험 사업때 참가하여 실충시험 붐석과 활용동의 경험율 쌓고 지 

반-구조률 상호작용 효과의 평가 기슐율 청렵하며 효율객인 지반·구조 

률 상효작용 판련 프로그램의 재벌이 본 연구의 북객이다.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셔는 현채 수행중인 Hualien LSST pr이ect의 강제진풍 및 

지진해석융 위하여 hyp하element훌 이용한 지반-구초률 상호작용 관련 

천산해석 프로그램올 개발한다. 지진용답해석은 자유장해석율 통해 지 

반의 비션형 거동융 고려하여 C얘측해석 및 예측후혜석율 수행한다. 따 

라셔 , 본 보고셔 는 hyperelement의 이 틀척 배 청 에 대 한 청 리 와 

hyperelement훌 이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랩으로 수행한 Hualien LSST의 

지진용답 시험에 대한 빼측해석 및 예측후해석 결과훌 위주로 구성한 

다. 

또한， 이후의 지반-구조률 상호작용 관련 천산해석 프로그랩 개발융 

위하여 일반척언 3차원 유한요소 및 일반척 하충율 받는 촉대청 유한 

요소와 Hyperelement와의 연계방법융 쩨시하고，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의 

검중율 위하여 원형캉체기초 및 구형강체기초의 3차원 풍척강성행혈 

율 계산한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Hyp야lement훌 이용한 프로그랩용 비균질성융 매우 간편하게 고려 

할 수 있고， 수평방향으로는 해석해훌 사용하기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혜석울 수행할 수 있으므로 효율객이고 실용척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율 이용하여 수행한 Hualien LSST의 지천 해석 

컬과는 프로그램의 타당성 빛 효율성융 충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훌 기초로 하여 이후의 3차원 Hybrid 지반-구초물 상호작용 판련 

천산 프로그햄 개발율 수행할 수 있다. 



SUMMARY 

1. Project Title 

Applicabiüty.. of ’ SOil-Structlπe InteractiOti Analysis Methods for 

Earthquake L명dings (IV) 

11. 0핵ectives' and Importance of 빼e Project 

For the safe and optimal seismic design of massive embedded structur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dynamic soil-structure effects 합lOuld be 

taken into account pr때erly when they are significant to the seismic 

뼈ponseof the structures. However, there still exist many uncertanities in 

soil-structure interaction problems such as material modeling, analysis 

methods and proced따es and ground motion, which diminish the acωracy 

and reliability of the seismic analysismethod currently in use. In order t。

enhance the quality of seismic analysis and to minimized the uncert없1Ìties 

in the cuπent 뼈매sis practices, the s.o뻐dne싫 and accu뼈cy of the 

various analysis methods should be verified by comparing the predictions 

with obs하vations. Morever modeling and analysis procedures ne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ample p하빼letric studies. For this, we are partici.; 

pating in large scale seismic test project in Taiwan.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mpile 뼈alyses of v하ification test, to have expe

riences of application, and establish the estimation technique of soil

structure interaction effect. In addition, we want to develop efficient soil

structure interaction relating program. 



川.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a computer program using hyperelement is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seismic πsponse of Hualien LSST. Seismic analyses are 

accomplished consid하ing 야le non-linea히ty of soil. πlerefore， . we π양히l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꽤없lement and the results of free..:field 

analysis and the πsults of seismic re밸onse analysis. 

And for the further applieation of hy야relemenι a couplingmethod of 

the gencπ'&1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d the axisymmetric 

hyperelement,'general axisymmetric finite element is presented. For the 

verification, we present the dynamic sti師e잃 coefficients of rigid circular 

foundation and rigid rectangular foundation.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s 

Prog빼1 ’S 뻐ing hyperelement 때n treat non-homogeniety v하y easily and 

perform analysis quickly by use of analytical solution in horizontal 

direction. So it is efficient and π'&cti앉1 method. 

πle result of Hualien LSST’s forced vibration and seismic analysis 

proved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developed progam. Moreover,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extend this method to the 

three dimensional hy바id soil- structure interac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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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I 1장 채 품 

제 1쩔 연구배경 및 복척 

지진파가 매립된 구조률에 가해질 때 두가지 물리척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떼， 그 충 하나는 경사진 지진파가 구조물에 대해 굴철， 반사 

되어 지반으로 률아가는 것이고， 다론 하나는 운동이 구조물에 전달되 

어지는 것이다. 첫번째 효과는 구조률의 관생륙성에 무관하며 운동학 

척 상호착용이라하고， 두번째 효과는 구조률-기초 시스댐의 동척용답 

으로 구조물과 기초의 임피댄스(impe뼈nce)함수의 관성륙성에 명향옳 

받는다. 두 효과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이라 

얼컬는다. 지반-구조률 상호작용은 구조률과 구조물 추위의 지반에 관 

련된 확참한 현상이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크고 무거우며 매립된 

구조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더육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셜 부지선정 

이 체한휩에 따라 연약한 부지에 원자력 발천소가 건껄’훨 가풍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내진셜계 분야에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훌 

타당하채 I명가하는 것온 매우 충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천소외 내진해석에 있어셔 지반-구조률 상호작용 

혜석용 많윤 불확실성율 지니고 었다. 현째 다양한 해석기슐 및 관련 

천산프로그램울 유용하게 만든 지한-구초훌 상호작용에 대한 혜석과청 

빛 이혼의 발천애도 률구하고， 각각의 혜석기슐률이 다흩 가청 및 째 

한생율 내채하기빼홈에 같은 품쩨에 대혜셔도 현저히 다혼 결과톨 낼 

수 있으며， 폭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매렵흰 경우에는 더욱 그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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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지반·구초률 상호작용 해석방법애 대한 신뢰성의 부폭으 

로， 다롤 기술의 요구초건과 다흩 혜척방법의 결과를 포괄할 것 풍과 

같은 U.S.NRC Standard Review Plan Sec.3.7.2, Revision 1에셔 권장하는 

보수척인 방법이 지반-구조률 상호학용해석예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러한 방법률이 보수척이라 하더라도 불확실성율 률이거나， 일관성융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었다. 

이러한 품쩨훌 해결하기 위하여는 해석기술의 이륜적인 배경파악과 

해석기술의 개발 및 청립이 펼요하며， 이와 동시에 현장에셔의 실중시 

협 풍을 룡하여 해석기법율 정확하게 척용할 수 있는 능력과 많온 해 

석 검험을 쌓율 필요가 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수행된 Lotung 대형내 

진 모델시혐의 결과 및 해석자료톨 차세하게 붐석하는 동시에 현재 

대만의 Hualien에셔 수행중인 대형내진 모렐시험 사업에 참가하여 실 

중시험 분석과 활용 풍의 경험율 쌓고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의 

평가기술율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척이다. 

제2절 연구현황 

그동안 지반-구조률 상호작용 효과톨 규명하고자 많은 모멜시험이 

수행되어왔으나， 시험부지조건과 모멜구초물의 규모 풍의 이유로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효과외 평가기술이 제대로 청립되지 봇했다. 즉， 지 

진의 강도가 착아셔 탄성한계내의 변형만이 고려되었으며 모웰 구조 

훌의 큐모 포환 작아서 실제 원자력 발전소외 거풍율 제대로 파악하 

기가 힘률었다. 그렇기때폼에 지진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은 대만애 

대형내진 모멜시험융 계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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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1989년까지 월본， 대만. 스위스 및 미국여 참여하고， 

Taiwan Power Company πPC)와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가 주판하여 대만의 Lotung 지방애 실제 가압수로형 원자로 건물에 대 

한 철근론크리트로 만든 두가지 모멜 (1/4 촉척， 1112 촉척) 구조물로 

캉제친통시험과 실제 지진시험 및 해석옳 수행하였다. 

Lotung 대형내진 모멜시혐의 목객온 부지 지반용답조사와 지반-구조 

률 상호작용 해석방법의 유용성 및 명가기술에 대한 청보톨 얻기 위 

합이었다. 1985년 9월에 시험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강도 4.5-7.0 

범위의 지진이 18개가 기록되었으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효파에 대 

한 해석기술 및 모멜링 기법의 타당성옳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 맞는 

상대척으로 간단하고 우수한 시험이었다. 즉， 1/4 촉척 모렐온 강성이 

매우 크므로 버션형 콘크리트 균얼에 관련된 복참한 구초물용답이 발 

생하지 않았다. 포한 지반이 매우 연약하므로， 주요한 지반-구초률 상 

호작용 효과롤 보장하였으며 지진 발생시 심각한 비션형 지반용답융 

연구할 수 있는 기회훌 쩨공하였다. 

지반-구조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더욱 팡범위한 청보톨 얻기 위하 

여 Lotung 지방보다 지반의 강성이 큰 Hualien 지방에셔 대형내진 모렐 

시험이 수행충에 있다. Lotung 시험과 마찬가지로 강제진동시험과 지진 

에 대한 시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뒷채용 전후의 강제진동시험온 

1993년도 초에 완료되 었다. 

이미 1993년 11월 2일 우리나라에셔， 1994년 6월 5얼 프랑스에서 뒷 

채용후의 강제친동시험에 대한 빼측 및 빼혹후 해석결과에 대한 토의 

률 가졌으며， 1994년 11훨에 미국에서 1994년 1월의 Hualien 지진에 대 

한 예측 해석결과톨 발표하였다. 

앙
 나
 

• • • ~ 



제3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이번 연도에셔는 제3차년도에 개발한 지반-구조률 시스댐의 내진해 

석 전산해석 프로그램 인 “Hyperelement 이용 전산프로그랩”의 3차원 

확장융 흥해 지반-구조물 시스햄의 3차원 내진해석의 절차의 수립과 

해석율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 서는 촉대 청 hyperelement의 이론객 배 검과 hyperelement 각 요소 

률의 폭생에 대하여 껄명한다. 자유표면율 갖는 요소로 원형 요소와 환형 

요소 빛 천달경계의 동척캉성행렬율 푸리에 청수 n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 

법율 셜명하고， 톡수혜훌 갖는 요소로 원형 강체 표면율 갖는 요소와 환 

형 강체 표면율 갖는 요소에 대해서 수평방향의 병진운동 및 수평촉 회천 

훈동에 대한 각 요소의 풍쩍강성행렬과， 수직방향의 병진운동 및 수직촉 

회견훈동에 대한 각 요소의 동쩍강생행렬융 계산하는 방법율 껄명하였다. 

쩨3장에는 3차원 유한요소와 촉대청 유한요소 및 hyperelement 풍의 

각 요소훌 연계하여 지반-구죠물 시스댐의 동척평형방청식용 구성하는 

방법율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원형강체기초 및 구형강체기초의 동객 

강성행렬율 계산하였다. 

쩨4장에셔는 촉대청 h뺏I를lement로 모형화한 지반-구조률 상호작용계의 

해석의 한 예로， H뼈lien부지에셔 1995년 5월 1월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자유장 해석 및 지진용답 해석울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쩨5장에는 수행 

된 혜석쩔과톨 바탕혹로 결론율 도출하여 보고셔톨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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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축대칭 Hyperelement 해석법 

Hyperelement 해석법은 W짧1972)와 Ka뻐el(l974)이 개발한 천닿 경계와 

Ka圖1， Roe앓t 및 Tasso띠18(197끼와 Kau똥1(1983)이 개발한 원형 및 환형 

(더.ng) Hyperelement에 기초하고 있으며， Kim과 T흉oulas(198끼는 촉대 청 

Hyperelement훌 절합하여 붐리된 기초간의 상호작용율 규명하였다. 

각 Hπ)Cfelement의 채료혹성은 셔로 다톨 수 었으므로 방위각방향으로 

는 균절하나， 반청방향 및 연칙방향으로 버균질환 째료혹성율 갖는 지반 

도 쉽게 모렐링할 수 있다. H꽤하element내에서외 훈동은 진풍모드와 륙 

수해에 의해서 표현되며 연직방향으로는 션형형상합수에 의해셔 이산화되 

고 있응나， 수형방향으로는 연속척이다. 따라서， Hy따element의 수명방향 

크기에는 쩨한이 없다. 이 방법온 표면기초 뽕 아니라， 측벽이 있는 몰힌 

강체기초 품제에도 적용휠 수 있으며 일반객인 3차훤 품제까지 확창훨 수 

었다.(Werkle 1986, T:원없뻐s 1986) 

제 1절 축대칭 수명충상지반의 대수 고유값 문제 

N개외 수S훌훌쌍으훌 。1+어진 지반얘셔 U.W.V 가 각각 윈흥행확표계 

애셔 청의된 방사방향， 갱션방향 빛 연칙방향의 변위크기훌 나타낸다고 

하면， j번째외 수형총상에셔 혹대청 명행층상지반의 조화진동에 대한 지배 

방청식은 다융과 같다. 

v 2u- 요-..2"쁘..L. 1 흐훌↓냉E- ” 0 
“ 까 ,; ae' 1-2vj ar ’ C깎 “ U 

(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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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흐쁘..L 1 .1호효-I---'!lζ v=O 
V ,;. I ,;. ae I 1-2vj r ae I c하 2 V - U 

v 2ψ+←-1-후+냉E-w=0 
W I 1-2Vj aZ I c하2 ""-U 

(2.lh) 

(2.1c) 

여기서， Vj는 j번째 층의 포아송버톨 나타내며， C'r는 j번째 층의 천단파 

의 속도톨 나타내고 있요며， j번째 충의 천탄탄성계수 Gj 와 밀도 

의하여 다옴과 갈이 청의된다. 

C하=펼 

Pi 에 

(2.2) 

식(2.1a-2.1c)얘셔 ?와 ￡용 각각 원륭형좌표계애 대한 l빼lace 연산자와 

diJatation이며， 다융과 감이 청의훤다. 

v 2 =짧+농옳+옳議+짧 (2.3) 

e=뿔+용(-짧+찌+짧 (2.4) 

변수폼리법융 사용하여 위외 지빼방청식외 해훌 구하면， 파의 용홍모드 

는 방사방향， 첩션방향， 연칙방향으로 각각 붐리되어 다융과 같이 추어진 

다(E. Kausel, 1983). 면내운동(m-pl뼈.0 m'뼈on)의 청우 각 방향의 변위는 다 

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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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n8) 
u(γ， 8， z.) 톨 leU(z)C，.’ (k1씨 

l sin(n8) 

( cos{n8) 
w{ r , 8, z) = - ikß(z) C，，{kr)~ 

l sin{n8} 

(- sin{n8) 
v(γ， 8， z)= 픈 U(z)C，，(삐 l 

I l cos{n8) 

(2.5a) 

(2.5비 

(2.5c) 

면외훈풍 (out-of1plane motion)의 청우， 각 방향의 변위는 다융과 찰다. 

“ ( cos(n8) 
u( r , 8, z) = 뜬 V(z)C，，(k1써 

I l sin{n8) 

w{r, 8,z)=0 

( - sin(n8) 
v(r, 8, z) = kV(z)C，，'(k1써 

l cos(n8} 

(2.6a) 

(2.6비 

(2.6c) 

여기셔 • C，，{~)는 Bessel 방갱씩의 해이며， 식 (2.끼융 훌어셔 구할 수 있다. 

cι+융 C，，' +(1-짧)다=0 (2.끼 

위외 운풍모드는 8=0인 촉얘 대혜셔 대청언 모드와 역대청인 모드로 

나누어진다. 대청모드의 U， w 예 대혜셔 cos(뼈톨 사용하고 U 에 대해 

셔는 -s피(n8)가 사용된다. 역대청모드의 U， w 에대해서는 S피(n8)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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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U 에 대해서는 cos(n8)가 사용흰다. 

씩(2.5a-2.Sc)율 식(2.1a)와 식(2.1비에 대 입하면t j번째의 지충얘서 U 와 

W는 다융의 방청식융 만혹하여야 한다. 

k2(Àj+2Gj)U+빼 +G;)잭-G떻-ω2piU=O (28에 j I '-IjJ dz ~j dz2 UI f' j 

한다W+뻐Àj+원짧-(Àj+2원떻-ω2pj따 o (2.8b) 

마찬가지로， 식(2.6a-2.6c)롤 식(2.1야에 대업하면. j번째 충빼서 V는 다융 

의 방청식율 만촉하여야만 한다. 

k2다v-다짧- PjCLI
2V= 0 (2.9) 

한편， 용력과 변위 사이의 판계로부터 면내풀풍에 대한 j번째 지충에셔획 

용력 {1z , t'SZt t'r.z는 다융파 같이 표현한다 . 

.1rr7 ‘ ( cos(n8) 
{1z=-쩨 (Ai+2Gi)암 - ikÀjU ) CII(kr){ 

‘ “‘ I l sin{n8) " 
(2.10a) 

..1T T ( - sin (n8) 
t'1Jz= 꽁 Gj (뚫- ikW) CII(씩 

l cos(n8) 
(2.IOb) 

t'ZP'=원 (짧-댄W) CII'(빼{짧$$ (2.1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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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Z=Zj 에셔 j-l뱉빼외 지층확 j번째외 지총에 대환 i용혁 (1z' rSz. 

'''''외 연속조건온 다융과 같용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À j - 1 +2Gj - 1) 쫓 뻐j-1U{감) 
- 1 .1터 (2.11a) 

= (À j +2Gj ) 짧| 상-뻐jU{Z:) 

다-l( 짧 1 .I=.Iï - 야W{Z;)) = Gj ( 짧1 .1념-샤W상)) (2.11야 

또한， 면외훈폼에 대한 j번째 쩌총애셔외 용혁 (/.1. rSz. r;n용 다융과 킬 

용 식흐로 표현한다. 

(1.1 =0 (2.:Ua) 

( - sin{n8) 
dV ,.. "7 ~I '8.1= kGj ~: C,.'{kr){ 
“‘ l cos{n8) 

(2. 12b) 

“ ..7T T ( COS (n8) 
,,,,,= 뜸 Gj뜸은 C,.{kr){ 

, "‘ lsin(n8) 
(2. 12c) 

깊이 Z=Zj 애셔 j-l번째의 지층파 j번째의 지층애 대한 용력 

(1~f 'SIt rn의 연좁초건을 식(2.13)과 갈이 표현할 수 있다. 

,.. dV I ,.. dV I 
Uj-l 김z I .1_ 끽 -Uj 검Z I .1톨 .11 

(2.1 3) 

균얼환 경계조건(free surfacc, fixed 뻐se)은 면내 훈톰 빛 면외 운풍에 

n 3 

「→-→←→ )←←「



대해 각각 식(2.14a~2.14φ와 식(2.1Sa~2.1Sb)로 표현흰다. 

(À1 +2G1) 뿔 I z=o-뻐1 U(O) = 0 (O'z= 0) 

dV I 
김; | a=o - ikW<0) = 0 ( r&= rar= 0) 

U(h)=O 

m:h)=O 

면외훈동에 대한 경계초건용 다융 식과 활다. 

짧 |a=o=0 (r8a= rzr=0) 

V(h)=O 

(2. 14a) 

(2.14b) 

(2.14c) 

(2.14d) 

(2. 15a) 

(2.156) 

위에서 나타낸 지배방청식과 청계조건식율 이용하면， 면내운동과 면외움 

동의 고유값 품제훌 얻율 수 있다. 

식(2.8a~2.8b)와 청계조건식인 식(2. 14a-2.14찌는 평면용력상태의 지층의 

초화진풍으로부터 얻어진 고유값 품제와 일체하고， 이 고유값 푼체의 고 

유합수이다. 측， 각 지층에셔의 방사방향， 연칙방향의 변위 U , V 훌 션형 

으로 가청하면， 가상일의 원리에 외해 다융과 갈윤 면내훈동에 대한 고유 

강 품쩨훌 얻는다(Wass， 1979). 

(k2A+ikB+G-ω2M) ø=O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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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식(2.9)와 청계조건식인 식(2.158-2.15.비으로부터 다융과 같온 

면외용풍에 대한 고유값 폴째를 얻는다. 

(~A+G- ω2M) φ=0 

제2철 차유표면올 갖흔 축대 칭 Hype뼈ement의 

동적강성행렬 

(2.17) 

촉대청 지반이 초화 진풍율 받는 청우 촉대칭 지반의 면내 풀동과 면~~ 

운동에 대한 고유값 문제는 푸리에 청수 n에 대해서 무판하며， 대칭 모우 

드나 역대청 모우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근사객인 고유 합각 

와 고유강은 명면 품체에서 유도된 대수 고유값 품제흩 풀어셔 구할 슈 

었다. π$뼈as， 1983) 

지반율 N개의 지충으로 나눌 때， 대각 행렬 K(3N*3N)는 처옴 2N개의 

대각 요소는 평면 용력에 대한 대수 고유 훈제의 고유강으로， 나머지 N재 

의 요소는 면외 훈풍(antiplane 뾰ar)에 대한 째수 고유 폴제의 고유강으로 

놓는다. 이때 푸리에 청수 n에 대혜서 방사 방향， 첩션 방향， 연직 방향의 

변위와 용력 성붐온 푸리에 확장율 하여 각각외 푸리에 계수로셔 나타낼 

수 었다. 이때 푸리에 청수가 n인 경우 변위나 용력에 대한 푸리애 항용 

각각외 빼pütude 고，고，강， (1 r'강，감z ，조애，도야，도 zr톨 사용하여 대청 

모우드와 역대청 모우드에 대해셔 다융과 같이 쟁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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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W
 JW 

때
 ·m 

-u u (2.18) 

얘
 
뼈
 

때
 ·m 

’’--,
l‘--’
l‘ 

-
따
 

= z 6 뼈
 
뼈
 

@ 

·m 

F‘ 

-‘ 

I’’Il---
’--‘ -

-
얘
 

= a0 
6 싸w

 jm 
때
 ·m 」

찌l 
= r 6 

(2. 19a1 

뼈
 
뼈
 

·
빼
 때
 

t

씨
l
 

-r = 
g au r 뼈

 
뼈
 

·
행
 때
 

’’’’--‘----‘ 

얘
 

-r --
」w

f‘ 
{ cosn8 

r z,.= r.".{ 
lsinη8 

(2.19비 

용력의 빼.plitude (1,., (18' (1 z , r 1'6' r 8.r' r .".과 변위의 amplitude u , 

V , ψ 의 관계는 대청 모우드나 역대칭 모우드에 대해셔 동얼하다. 푸리 

에 청수 n에 대혜셔 반경 Y=Y.。 에셔의 모우드 행렬의 쳐옴 2N개의 얼온 

면내 운동(PI없1e str뼈1)에 대한 대수 고유강 문제에 해당하고， 나머지 N개 

의 얼용 면외 운동(antiplane 빼빼r)에 대한 대수 고유값 분체에 해당한다. 

모우드 행렬은 다융파 같이 청의된다. κ뻐sel 1974) 

φ 행혈 : 

φ핍-2./ =- (자I C"-1 (k/Yo) 

φ3j-l.1 =-i따C，.(klψ (1 S: 1S:2N, l S:j S:N) (2.20a) 

(J3i.1 ==0 

φ하-2./ =0 

φ하-1./ =0 (2N+ 1 S:/S:3N. l~j~N) (2.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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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 V/-2NC，. _l(k，γ。)

.. 행멸 : 

훤Ij-2.' = 다， C,.(k,ro) 

g전:j-l.' = i~낀 다-l(k，yo) (1 !!:.1!!:.2N. l!!:.j!!:.N) 띠.21떼 

W3j.1 =0 

IT.ψ;-2.1 = 0 

￥되Ij-l.1 = 0 (2N+ 1 !!:.1!!:.3N • l!!:.j~N) 

향파.1 = V/- 2N C,.(klyo) 

모우드 amplitude 행렬 a 는 푸리에 청추 n에 대하여 다융과 같다. 

D3/-2.1 = k l C.감C~(k，Yo) 

D3j_1, 1 =-빼l 따C，.(klyo) 

잃， 1 =꽃야C，.(klη) 

D3j- 2•1 = 꽃 까-때C，.(kl갱 

(1 ~ l!!:. 2N. 1 !!:. j!!:. N) 

(2.2ilb) 

(2.22a) 

D3i- 1, 1 =0 (2N+ 1 !!:.1!!:.3N • l~j!!:.N) (2.22b) 

Q원， l = kIV〉I-2Nc;(kIγ씨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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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청수 n에 대해셔， 가상일의 원리에 의하여 근역파 원역이 만나 

는 경계에셔의 변위의 amplitude와 하충의 빼plitude에 의한 외객 가상일은 

내쩍 가상일과 같다. 추리에 청수 n에서 근역파 원역의 경계에서 청의되 

는 변위 u(r.8)와 용력 。(κ 8)는 식(2.25)에 청의원 대각 행렬로 다융과 

같이 표현한다. 

u(r. 8)= T ,,(8) 고， 

a( r, 8) = T ,,(8) ã" 

대창 .2.우드에 대해서는 

cosn8 0 0 

T"=I 0 s뼈8 0 

o 0 - sinn8 

역대청 모우드에 대해셔는 

sinn8 0 0 

T"=I 0 c없8 0 

o a cosn8 

(2.23) 

(2.24) 

(2.25) 

(2.26) 

식 (2.23)과 식 (2.24)에 의하여 근역과 윈역의 경계에셔 가상 변위 8u와 

(1，.에 의한 가상일을 다음 식과 갈다. 

S따=- L8u(1，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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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8ua,.rd8dz 

=-f싫cos(n에 Õ'，. cos(n8)썽'8dz 

=-rf월도dz f COS 2(뼈뼈 

=-A팬Ü Õ',.dz (2.27) 

1 2 (n=O) 
여기셔• A ,,={ 로 청의환다. 

l 1 (n추0) 

가상 변위 amplitude와 쩔검력의 빼.plitude에 의한 가상일은 다융과 같다 

ð~= 8Ub Pb (2.28' 

위의 가상일은 명행율 이루어야 한다. 혹" 8Wt = 8W2 이므로 철검빼서의 
힘외 amplitude는 다융과 같다. 

표끓b톨 "'"7 A ,,1C7' f'강Õ';.dz (2.29) 

변위의 빼plitude U 는 철첨 변위의 amplitude에 외혜서 형상 합수 N에 

외하여 다융 식과 같이 나타낸다. 

u톨 NUb (2.30) 

그러므로 식 (2.3이율 식 (2.29)에 대입하면 다융과 갈을 식율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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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bT 굉b=-A，.1Cr 삶bTfNT￡& (2.31) 

임의의 가상 변위 8Ub에 대해서 식 (2.31)는 항상 성립하여야 하므로， 철 

첨에서의 혐의 amplitude는 다융 식과 같다. 

Pr=-A，.γfNTãrdz (2.32) 

마찬가지로 가상 변위 8v t 8w 에 대한 가상일로후터 다옴파 같은 식율 

얻는다. 

굉8= - B ,.1fr f NT도얘& 

풍z=-A，.πγfNTLf& 

(0 (n= 0) 
여기서t B,. = { 로 청의한다. 

l 1 (n =FO) 

(2.33) 

(2.34) 

그러므로t j번째 지층에셔 7능r。 의 명역에 작용하는 철첨 j에셔의 철 

첨 하충온 다읍과 같다. 

뀐j=-A"찌￡I*l 강r I r흐끼 샤(치& (2.35) 

뀐i=-B”mXi*l 코r I r=꽤i(z)dz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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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끼 흡 j=-A，.쩌 fi+l갈 I 1"=1"0 파j(z)dz 

쩔첨 j+l에서의 철검 하충 역시 뀌와 비슷한 과청으로 구한다. 모우드 l 

에 대해서， 식 (2.35)-식 (2.37)율 척봄하여 철첨에서의 하충율 구하여 어생 

불한 후의 철첨 하충 빽터는 다융과 칼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P=ro (댐 A ￥+ kr( D-E+ n N) φ1_ (.1ll.힐+1) L+n Q F) 

(2.38) 

여기셔， 1J!', φ 모우드 행혈 

이며， 쩍j-2 , 책Ij-l , 쐐ij 각각 철점 j에셔의 방사， 첩선 및 연찍 방향‘ · 

률 φ 의 모우드 l에 해당하는 열 빽F 

힘이다. 식 (2.49)에서 A ， D， E， N， L ， Q는 각각 흥행렬 A' , D’ , E' , 

N' , L' , Q'로부터 어생불한 3NX3N 천체 충행렬로 충행렬로， 이 총행 

렬윤 다융과 같다. 

(2.39) 

o 0 
Gj 0 
o Gj 

o 0 
2Gj 0 
o 2Gj 

o 0 Àj+2Gj 
2Gj 0 0 
o 2Gj 0 
o 0 2(싸+2Gi) 
Gi 0 0 
o Gi 0 

2(Ài+2G까 
O 
O 

Ài+ 2Gi 
o 
o 

A i=황 

(2.40) 

‘ 

nU 

nU 

nU 

nU 

nU 

nu 

--------、

A

、

A

nU 

nU 

nU 

nu 

--O 

닥
O
 O 

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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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v 
nU 

o Ài 
-Gi 0 
o 0 
o Ài 

-Gj 0 
o 0 

Di= 윷 



(2.41) 

nU 

nu 

--nU 

nu 

n
ι
 

nU 

nU 

nv 
nU 

nU 

nU 

1i 

nU 

nU 

n
ι
 nU 

nU 

nU 

nU 

n
ι
 nU 

AU 

1i 

nU 

nU 

nU 

nU 

nU 

nU 

n
ι
 AU 

nU 

’i 
nU 

nU 

EÎ=푸씬L 
.1 r.。

(2.42) 

004 002 
o 2 0 0 1 0 

NÎ=효~1~22~2Ç 
6γ。 1002004

o 1 002 0 
2 0 040 0 

(2.43) 

1i 

n
ι
 

-o1 

-o2 

nU 

nU 

nU 

nU 

nu 

nU 

-2 1 
o 0 
2 -1 

-1 2 
o 0 
1 -2 

nU 

nU 

nU 

nU 

nU 

nU 

n
ι
 

1i 

2 
0 
-1 

0 
-

LÎ=흉폈L 

(2.44) 

nU 

1i 

nU 

nu 

--nU 

nv 
nU 

nU 

nU 

AU 

AU 

’
l‘ 

1l

‘ 

。

-
。
。

-
。

---‘ 

,
lA 

nu 
-nu 

nu 
‘ 
nu 

nU 

nU 

nU 

nU 

AU 

nv 

O 

QÎ=화 12 
2ro 10 

0 

이때 푸리에 청수 n일때의 일반쩍인 모우드훌 고려한 HYJ화element외 

풍척 강성 행렬은 다융과 같이 구한다. 

1. 원형요소의 동쩍강성행렬 

인 명역에 대해셔 H꽤erelement의 강성행렬온 다옵 반갱이 o ~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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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갈이 구한다. 이 경우애는 &싫빠、 왕갱식의 빼톨 방사 조건율 만촉하는 

다융파 갈은 형태의 합수훌 사용하여 나타낸다. 

C，.(kγ)= ],. (kr) (2.45) 

여기셔 ]，.는 n차의 Bessel 함수이다. 

식 (2.45)외 Bessel 합수는 반경 7이 O애 가까풀 값율 갖는 경우 다옴 

식파 갈용 첨근션을 갖는다. 

T _1렌쓰 
ι，. 2"η! 

Bessel 함수는 다융과 같온 성 질율 갖는다. 

],.( - kr) = ( -1)" ],.(kr) , ],.’( - kr) = ( -1) ,.-1 ],.’ (kr) 

(146a) 

(2.46b,c) 

그러므로， 고유값 -k가 k대신에 사용되고， 고유모우드 U，-w가 U，W대신 

에 사용되었다면， 식(2.1야의 면내훈동의 모우드는 통일하며， 다만 모우드 

창여채수에 ( -1)- 이 품해훨 뽕이다. 며찬가지로， 고유모우드 V와 함째 

고유값 -k가 k대신에 사용되었다면， 식(2.1끼에 주어진 면외훈동의 모우드 

는 변하지 않으며， 다만 모우드 참여계수에 (- 1)" 이 곱해진다. 그러므 

로， 대용하는 모우드가 톡립이 되는 고유값 k의 션핵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북소 고유강 k외 실수후나 허수부의 부호외 션택용 무관하다. 

o ~ r~ 1'.。인 앵역용 하나의 요소로서 r= ro ' 2= 2; (i ~ i ~ N)에 
셔 철챔융 갖는다. 이 요소애 대한 강생 행혈용 다융과 같이 구한다. 이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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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철첨에서의 변위 빽터 {U}는 다융파 갈다. 

u3j- 2= U{rO ,2j) 

과-1= W{rO ,2j) 

u3j = V{ γ。， 2j)

(2.47a) 

(2.47비 

(2.47c) 

모우드 행혈 a 과 모우드 참여 계수 빽터 F 에 대혜 철첨 변위 빽터 

U 는 다융 식과 같이 나타낸다. 

u= JJr (2.48) 

식 (2.48)율 사용해셔 철첨 변위 빽터 U에 해당하는 철검 하충 빽터 F 

는 다융과 같다. 

I / A 'ftP'r'T' I , 7"'IIIt. ~. __ "'7" ... .,., I n(n+l) r I __ ,.,., _ \ F=-ro( (AFKK+{ D- E) + κN) φK-( 2 L+tQ) 톨r) r 

(2.49) 

식 (2.49)에서 식 (2.48)훌 사용하여 모우드 참여 계수 뼈터 F 률 소거하면 

다융파 칼용 판계훌 얼논다. 

F=RU (2.50) 

그러므로， 이 요소의 풍쩍 강성 행렬 R 온 다융 식과 갈다. 

1 , A WPr~r I ,.... "" I __ ..... , .... rr , n(n+l) r I __ ,.,., _ \ ,..-1 R=-ro( (AFKK+( D-E+nN)φK-(m"2' J./ L+nQ)F}J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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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이 요소와 동쩍 강성 행렬율 구하는데 소요되는 계산시간온 위치 YO과 

는 무판하다. 이 요소외 훌쩍 강성 행혈을 변위장의 대칭 모우드나 역대 

칭 모우드에 대해서 동일하다. (Kausel, 1974) 

2. 환협요소의 풍척강성행렬 

반경이 γ1 ~ Y ~ Y2 인 영역에 대해셔 Hy홈relement 의 강성행렬용 

다융과 같은 과쟁으로 구한다. 이 경우에논 n차 쩨2총 Hankel 함수 H42l 

뿔만아니라， n차 제 I종 Hankel 합수 H4l)도 사용한다. 이때는 고유값 K 

와 이에 대용하는 고유빽터가 훨요하다. 

반청 Y- γ'1' Y= γ2에 대혜셔 뼈kel 합수 H42) 훌 사용하였옳때의 모 

달 행 렬율 각각 ø1 , 함， D1 와 φ2 함 , d 라하고 없마el 합수 H4l) 

훌 사용하였옳때의 모달 행혈율 각각 .1’, 훌1 강l 과 ii2 , 훌，2 효2 라 

하면 변위빽터 u1, U 2 는 다옴과 같다. 

[꾀-2= 고 (Yl' Zi) (2.5싫) 

U값-1= 강 (Yl ， Zi) (2.52b) 

u~= 고 (rl' Zi) (2.52c) 

U겸-2= 고 (Y2' Zi) (2.52d) 

U싫-1= 교(γ'2 ， Zj) (2.5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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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싫= 고 (r2 ， 2j) (2.520 

전달경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휘빽터는 모달행혈 a와 참여계수 T로 

다옴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lF= iJlr+ 깅11굉 (2.53a) 

cJl=Jil맨 + 강21링 (2.53비 

이에 대용하는 철첨하충빽터 Fl.~ 는 다옴과 같다. 

F 1 = Yl( (AgrlKK+( D-E1)+쇄) φlK-(웰받요 Ll+nQl) 함) r 1 

+η(( A훌lKK+( D-E1)+ 해) cþ1K-(화쓸요 Ll+nQ냉1) r2 

F 2= - η[ (A 항KK+(D- E2)+ 짜}ø2K-(과받과 L 2+ κQ2) IJ'Z]rl 

-η[ (A활KK+(D- E 2)+ nN2)a2K-(파밤과 L2+nQ2) 't'2]r2 

(2.54a,b) 

위식에셔 참여계수 행렬 r 1 ， r 2 훌 소거하여 이 요소의 동척강성행렬 

R율구한다. 

떠
 

l 

떠
 

I 
l 

펙
 --

체
 

l 

해
 

(2.55)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요소의 통척강성행혈융 구하는데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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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시 간은 두째( η -Yl)과 무관하다. (Kau않1， 1974) 

3. 천달경계의 풍객 강성 행혈 

o ~ 1'0 ~ l' 인 무한 앵 역에 대해서 Bessel 방청식의 해톨 방사 초건옳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합수롤 사용하여 나타낸다. 

C,,( kr) = H ,,<2) (kr) (2.56) 

여 기서， H, (2) 는 n차의 제2총 Hankel 합수이 다. 식 (2.5야외 Hankel 범 수 

는 반검 ，이 무한대의 값율 갖는 경우 다옵 식과 같온 첨근션율 갖는다. 

파(찌-(옳)싫p( -ikr+꽉+ ~) 2 I 4 (2.57) 

그러므로， 고유강 k의 혀수 성분이 융수언 모우드에 대혜서는 반경 r이 

큰 값인 청우에 대혜서 급격히 소산하는 파이며， 반대로 고유값 k의 허수 

성본이 양수인 모우드에 대해셔는 반경 r이 큰 값인 경우 발산하는 것율 

보인다. 고유값 k의 허수 성붐인 융수인 모우드는 대각 행렬 K 에서의 

고유값 k 의 션핵과 일치한다. 0 ~ 1'0 ~ l' 언 영역용 하나의 요소로서 

Y= γ。 ， Z=ZJ (i ~j~N)에서 쩔첨융 갖는다. 이 요소에 대한 강성 행 

혈온 다융과 같이 구한다. 이 요소의 철첨에서의 변위 빽터 {u}는 다음 

과갈다. 

U획-2= 강(깨 .Zj)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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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킹-1 = w( t'o,Zj) (2.58비 

Uψj= V(깨 ， Zj) (2.58c) 

모우드 행렬 a 과 모우드 참여 계수 빽터 r 에 대해 철첨 변위 빽터 
U 는 다옴 식과 감이 나타낸다. 

U=Dl’ (2.59) 

식 (2.5밍옳 사용해셔 철첨 변위 빽터 U에 해당하는 철첨 하중 멕터 F 

는 다읍과 같다. 

F= η(( A짧+( D- E) +nN) φtK-(끽띈lL+n쩨r 띠뼈 

식 (2.60)에셔 식 (2.59)훌 사용하여 모우드 창여 계수 빽터 T 를 소거하면 

다융과 같은 판계훌륭 얻는다. 

F=RU (2.61) 

그러므로， 이 요소의 폼쩍 강성 행혈 R 을 다옵 식과 갚다. 

R= t'o( (A헬K+( D-E+nN) I1K-(파한요 L+nQ) 톨) D- 1 (2.62) \ ' .......-..-.. I ,.., ... I ,...., ........, 2 ~ I ,../ ~ } 

식 (2.6찌의 강생 행멸융 갖는 이 요소률 원룡형의 천달 청계(consi와야lt 

빼nsmitting boun뼈y)라 하며， 천랄 검계의 풍척 강성 행훨율 구하는떼 5 

-24-



요되는 계산시간은 위치 r。과는 무판하다. 이 요소의 동척 강성 행 렬용 

변위장의 대칭 모우드나 역대칭 모우드에 대해서 풍일하다. (Ka않1， 1974) 

쩨3철 강체기초훌 찾는 축대청 Hyp하el없lent의 

동적강성행렬 

1. Torsional Vibration (푸리에 청수톨이 

이 청우의 촉대청 수명 충상 지반에서의 질점은 π 명면에 직각방향으 

로 풀동하며， 8에 무판하다. 그러므로 변위의 amplitude u，w는 0이 되며， 

v만이 r과 z외 합수가 된다. 이 지층이 N개의 수명충￡로 나누었율 때， j 

번쩨 지층에셔의 지배 미분 방청식은 다음과 같다 . 

..<<:요.l..l.흐갇.l.. a 2ι _ .JL 수AE- ”-n a,,2 -. r ar -. aZ2 ,,2 I C하2"-V 
(2.63) 

용혁의 ampIitude는 다용과 같다. 

<1,,= 0 (2.64a) 

<18=0 (2.64b) 

<1a =O (2.1닮c) 

t 애= Gj(뿔-웅) (2.6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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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ðz= 다앓 (2.64e) 

fzr=O (2.64t) 

Z=Zj , 2~~N , 에서획 변뀌 V와 용력 따， f" , fzr은 연축이어야 한 

다. 그 조건용 다음과 같다. 

다-1앓|썩= 다뚫L=강 

가. 원형 요소 

0~7걷;γ。， O~z~h인 영역의 z=o의 강체 원형 기초위에서의 경체조건 

은 다옴과 같다. 

tJ( γ， 0) = 얘， O~ r-' r，。 (2.66a) 

여기셔， t/J 강체원형기초의 z촉에 대한 희천각으로 반시계방향율 양의 

방향으로 한다. 기저암반에서의 경계조건은 다융과 같다. 

V( r , h) = 0, O~ r-' rø (2.66b) 

이 요소의 자유도는 강체기초의 Z촉에 판한 회천에 판련하여 #와 철첨 

(rø.Zj) , 2~j~N， 에셔의 수직방향의 변위 Vj= v( rø.zj) 야다. 이 자유 

도에 대용하는 하충을 각각 모멘트 M과 쩔첨 (rø.Zj) , 2~j~N，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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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션방향의 협 Pj 이다'. t방향으로 션행외 명상함수를 사용확였율 청우， 

철첨하충은 다홈과 같다. 

M=-21C줬1 .11 =0 I-dr+2헥’r써r= r.<헬즈)dz (2.67a) 

뀐=2찌X，rAr=η(찮략二1. )dz+2찌￡i*lr써 r= η(댐카)dz 

(2.67비 

철첨 (γ。 ， 2j). 2s:. j s:. N. 애셔확 철첨변휘 빽터와 쩔쩔하충 빽려톨 다융 

파 캄이 앵의한다. 

[견 =Vj+l' l s:. j s:.N-l (2.68a) 

감=윈+1' l s:. js:.N-l (2.68b) 

이 요소외 동척강성행혈운 M,F' 와 ;. u'의 관계로 다움과 같이 청의 

환다. 

{헐)=1 했 ::]1 ;.) (2.69) 

먼꺼. 위식(2.69)에서 부행멸 KDtJ율 혈청한다. ;=0얼때의 경계조건용 

다옵과 같이 된다. 

v( r, 0) = O. Os:. rs:. r，。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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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폴방청셔(2.63)과 용핵외 연촉초천식(2~6S)파 청제조건율 만혹하는 입외 

외 변위 v는 식(2.6a，b，이에 추어진 모우드의 충첩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v(r. z) = kV(z)Jo'(kr) (2.71) 

이 요소는 반갱이 O~ rs: r，。로.쩨한되어 있으므로 Bes양l 함수 Jo가 사용 

되었다. 앞에셔 셔술한바와 갈이 V는 면외운톰 상태의 수명지충의 조화훈 

톰과 얼치하는 고유값품체의 고유강 k에 대한 고유합수이다. 한가지 다룰 

챔윤 앞철애셔외 청계조건용 지표면에셔외 용력이 0인 자유표면언 것에 

반하여 여기에셔는 지표에셔의 변위가 고청되었다는 것이다. 이예 대용하 

는 대수 고유강 품제는 다움과 같다. 

(k2A+ G- ω2때.d=O (2.72) 

위식(2.72)의 고유값(wave numb하~ k는 Im(k j ) < 0 혹은 Re(kj ))0 이고 

Im(kj ) =0 이 되도혹 션택하여 대각행혈 K=dí따g(kj) 훌 구성한다. 앞 

철과 마찬가지로 지표면과 기저암반에셔의 경계조건이 고청된 요소의 동 

혀 강성 행혈용 자유표면율 갖는 요소에서와 마찬가지의 컬차흩 홈하여 

구한다. 모우드 행 혈용 다융과 활다. 

φ 행멸 : 

φi.1 톡 VJl(k1rJ , l~I~N-l , l~j~N-l (2.73) 

톨T 행렬 : 

띤， 1 = V상(k，o)， l~I~N-l , ls:. j s:.N-l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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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드 뻐피plitude 행혈 Q 는 쭈리에 챙수 n-o에 대하여 다융과 갈다. 

!Ji,1 톨 kl V'lø(klr~) ， l~I~N-l ， l~j~N:""l (2.75) 

컬챔 변위와 철첨 하충용 모우드 창여 계수로 다융과 갈이 나타낼 수 있 

다. 컬첨 하충을 식(2.49)톨 8에 대해 쩍불하여 구한다. 

U O = JJr (2.76) 

F O=-27Cr o(A P'KK- EøK)r (2.77) 

행혈 A， E는 식(2.39)와 식(2.41)외 층행혈 A ' , E'의 반청방향과 촉방 

향의 변위에 대용하는 행과 열융 소거한 행혈로부터 구한다. 

A i=펼L [: ~ 1 

Ei=활L [~ ~ 1 

모우드 창여 계수를 소거하여 gøo훌 구한다. 

F O= KooUo 

K OO=-27Cr o(A .KK- EøK)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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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69)의 ~=l에 대한 톡수해는 다융파 갈이 구한다. 이 폭수해때 대용 

하는 변위와 하충훌 각각 FO•1• UO. 1.M이라 하고 v( r, z)- rl/( z) 훌 미 

폴 방청식(2.63). 용력의 연속æ.건식(2.6~)t 경혜초건식(2.66)에 대입하면， 지 

충 j에셔 V는 다융의 미봄 방청식융 만록시켜야 한다. 

a2 y 1.2 
Gj경Z2 +ω까y=o 

z= Zj. 2s:. j s:.N. 에서의 용력의 연속초건은 다융과 같다. 

G;_1 dYI = G/1YI 
i-1 & |z=af i dZ |Z흩 Z; 

경계조건윤 

V(O)= 1 

V(h)= 。

이에 해당하는 해톨 구하기 위해셔 다융의 방청식율 푼다. 

(G- ω2때A=F 

여기셔t L11 = L Aj = V(zj) , 2:!:.js:.N 

F1 ==- tl ==..: G1 짧L.o 

F j == 0 • 2:!:.js:.N 이다. 

식 (2.85)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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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1= Y (2.86) 

여기셔 ， Yj = r oL1j+l , l~j~N-l 이다. 

씌(2.8S)로부터 이 륙수해에 대혜셔 r ，.ø =O 이므로 

'FO•1 = 0 (2.8끼 

위의 Fl 과 식(2.67a)율 사용하여 

M1 =풍뀐냉 (2.88) 

식(2.69)의 풍쩍 캉생 행훨 K논 대청 행혈이묘롤， 식(2.81)외 KOO 과 혹 

수뼈(2.86)，(2.87)，(2.뼈)롤 사용하여 풍쩍 강생 행렬의 나머지 부행혈율 철 

청한다. 

K 쩨 = [ K tJO] T = _ K oo UO.1 

K~~ = M1 - K tJo UO. 1 

(2.89a) 

(2. 89b) 

뀌식으로부터 풍척 강성 행혈의 모든 요소톨 구한다. 이 동쩍 강성 행렬 

융 구하는데 요구되논 노력을 이 요소외 반경 r。와 무판합훌 알 수 있 

다. 

나. 환행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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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l~~η • O~%~h인 요소의 청계초건용 강체 환행 기초에셔 청의 

흰 변위와 기쩌암반에.셔의 고청된 면위이다. 

v( 1'.O) = 얘 • 1'1 ~ r.:;; 1'2 (2.잊)a) 

v(1'. h) = O. γ'. ~ r.:;; 1'2 (2.9.0b) 

이 요소외 자유도는 강체기초의 z촉에 판한 회천에 판련하여 ￠와 철캠 

(1'1' %j). (1'21 %j) , 2~j~N. 에셔의 수려방향의 변위이다. 

Vj= v(η， %j) ， 1= 1 , 2 (2.91) 

이 자유도에 대용하는 확충용 각각 모멘트 M과 철첨 (1' • • %j) , (η ，%까， 

2~j~N.에셔의 첩션방향의 힘 Pf(/=1.2)이다. z방향으로 션형의 형상 

함수훌 사용하였율 청우， 철첨하충올 다융과 같다. (2~j~N) 

M= -2xf때.1=0 i'-d1'-2텍ar꽤(꽃즈)tk 

+2뼈￡’싫"'''j(풋즈)tk 

P눔-2차'1 S:~‘ r쩌W끼(뀔쏟1.)d%-2첸파‘r때써봐r싹쇄-

(2.928) 

(2.92비 

잭=2까 S:~.r 써，，=η(잖펀)d%+2찌 X*lr 쩨，，=η(첼카)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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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c) 

쩔혐 (rl ,Zj)' (r2.zj) ， 2~j~N， 에셔외 쩔챔뻔위 빽터확 쩔챔하충 빽터 

롤 다융과 같이 청의한다. 

0:= V:+l ’ l~j~N- 1. 1= 1, 2 

뀐=P:+l ’ l~j~N- 1. 1= 1, 2 

(2.93a) 

(2.93b) 

이 요소의 동쩍강성행혈은 M,F' 와 ø, U'의 판채로 다융파 감이 쟁의 

한다. 

I웰r 
떠
l배
J
W
 

7l’llll·-------

‘ 

u 

a 

2 

K 

K 

K 

M 

·“
w 

M 

K 

K 

K 

U 

빠
 

깅
 

K 

K 

K 
(2.94) 

먼저， 위식(2.94)에셔 후행혈 K ll, K 12, K 21, K22융 절청한다. ø=O 일빼 

의 청계조건은 다융과 같이 된다. 

v(r, 0) =0, O~~γ。 (2.95) 

미봄방청식(2.63)과 용력의 연속조건식(2.65)과 청계조건율 만촉하는 입의 

의 변휘 v는 식(2.6a，b，c)에 주어진 모우드의 충협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v( r , z) = k V(z)l{.。’ (I)(kr) 

삐r， z) = k V(z)H，。’ (2)(kr) 

(2.잊빼) 

(2.9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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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소는 반검이 η~~γ2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H빼el 함수의 제 l총 

과 제2종 HSl)， H랜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앞에셔 션빽한 고유값딴율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철첨 변위와 철검 하충 

은 모우드 참여 계수로 다융과 갈이 나타낼 수 있다. 

u 1= .Qlr1+ 깅lr2 (2.97a) 

u 2= .Q2r1+ 효2r2 
(2.97비 

이에 대용하는 철검하충빽터 FI, F 는 다융과 갈다. 

F 1 = 21l7'1(A 톨r1KJ{-E1φlK )r1 +21l7'1(A흩lKJ{- El~lK )r2 

F 2 =-211'γ'2(A 톨r2KJ{-E2φ2 K )rl -21l7'2(A슐2KK- E2~2K )r2 

(2.98a.b) 

모우드 참여 계수롤 소거하여 K ll , K 12, K 21 , K22율 구한다. 

{델}= [윌: 했 ]( 갚} (2.99) 

식(2.99)의 fþ=l에 대한 혹수해는 앞의 요소에서와 마찬가지의 철차훌 

따롤다. 변위 빽터와 하충 빽터는 

UI•1= yl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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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썩== r 1.di+1 , l~j~N-l ， 1-1, 2 이다. 

식 (2.94)의 혹수해에 대뼈셔 r ",= 0 이므로 

F 1.1 = 0, 1== 1. 2 

위의 F1파 식(2.99)율 사용하여 

M1 == 흉핀(채-씌) 

(2.101) 

(2.102) 

식(2.94)의 폼쩍 강성 행혈 K는 대청 행렬이므로， 식(2.99)의 K ll , K 12, 

K 21, K22파 륙수혜(2.100)-(2.102)훌 사용하여 동척 강성 행렬의 나머지 

후행렬융 월청한다. 

K 191= [K t'1] T =_ K ll U 1•1 _ K 12 U 2•1 (2.103a) 

K 2t' = [ K t'2] T = _ K 21 U1•1 _ K 22 U2•1 (2.103b) 

K pp = M1 - K t'l U 1•1 _ K p2 U2•1 (2.103c) 

위식으로부터 홈쩍 강성 행멸외 모든 요소톨 구한다. 이 동객 강생 행혈 

율 구하는떼 요구되는 노력을 이 요소의 두째 Y2- γl 와 무환합율 알 수 

있다. 

2. V하tical Vibr뼈on(푸리 에 청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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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에 청수 n=O에 대하여 축대칭 수명 충상 지반이 수직 방향의 진풍 

율 할 때， 이 경우 질검은 π 명면에셔 운폼하며， 8애 무관하다. 그러므로 

변위의 au빼tude v는 0이 되며， U, W는 r파 z의 함수가 된다. 이 지충이 

N개의 수명층으로 나누었율 때， j번째 지총에셔의 지배 미분 방청식운 다 

융파 같다. 

(Àj+2Gj)댁+넓-씌+G꿇+ (À j + Gj)뀔뀔+ω2pjU=0 ïI\ a~ • r ar r }. U'j aZ2 • V'j' U'j • 」

μj+2다)떻+다( ~쏠+농뿔)+{Àj +되(짧+짧) 

용혁의 amplitude는 다움과 같다. 

따={Àj+2꾀뿔"+Àj{꽁+짧) 

0"0= {Àj+2작)꽁 +Àj{뽕+짧) 

따= {Àj+2원짧+Àj{꽁+뿔) 

%"", =0 

%"0.1 =0 

，.=Gl흐，U+흐iι1 
끼 az I aγ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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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a,b) 

(2.105a) 

(2.105비 

(2.105c) 

(2.105d) 

(2.105e) 

(2.105f) 



Z= Zj , 2~j~N , 에서의 변해 U，W와 용혁 

한다. 그 초건용 다융과 같다. 

(Jz' r8z' rzr용 연혹이어야 

((.~j-l+2다-1)짧 +Àj- 1(꽁 + 뽕 ))L하 
(2.106a) 

= ((Àj+2다)뽕 +Àj(폰+뽕) )1 
‘ u‘ T flT 11 z= 11: 

I흐갚+효과)1 = Gó (흐효+흐iι" 
i-l l az T ar l|2--f ul l az ar l|z=af 

(2.106b) 

가. 원형 요소 

0~ 1'승 ro ' O~z~h인 영역의 z-o의 강체 원형 기초위에서의 경계조건 

온 다융과 활다. 

u(γ， 0)=0 (2.107a) 

w(r, 0) = Llz ’ O~~r，。 (2.107b) 

여 71셔， Llz 강체윈행 기초의 수칙변위의 amplitude 이다. 

기꺼암반에셔외 청계조건은 다융과 감다. 

u(r,h)=O (2.108a) 

w(γ， h)=O ， O~~r，。 (2.108b) 

야 요소의 자유도는 강체기초의 수직 방향 변위 Llz와 철첨 (γ。 I Z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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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j '5:. N. 에셔의 철캠 변위이다. 

Uj= v( ro. Zj) 

Wj=V(γ。 . Zj) 

(2.109a) 

(2.109b) 

이 자유도에 대용하는 하충을 각각 캉쩨 웬형 기초의 수직방향의 힘 Fz 

와 컬첨 {ro.z씨 • 2 '5:.j'5:.N.에셔의 반경방향외 힘 Pr， i와 수직방향의 힘 

Pz， j이다.Z방향으로 션형의 형상합수훌 사용하였율 경우， 절첨하충온 다 

옴과 같다. 

E=-2πfor.때z=o物+2mIr써1"=η(꽃즈)dz (2.1 10a) 

Pκi=2mXl6과ι(잖현二L)&+2mfl때r= η(첼카)dz 

(2.110b) 

Ei=2찌r;~，“1 1"=η(잖펀)&+2mX+’ rJr=η(첼카)dz 

(2.1 1Oc:) 

쩔첨 (ro.Zj) , 2 '5:. j '5:. N. 에셔의 컬챔변뀌 빽터와 껄검하충 펙터툴 다옴 

과 같이 청의한다. 

않;-l=Uj+l' 1'5:. j '5:.N-1 (2.111a) 

U응= Wj+l ’ 1'5:. j '5:. N-1 (2.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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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껏i-l = P r,i+ l ’ l~j~N-l (2.111이 

F2ï= P".i+l , l~j~N-l (2.111d) 

이 요소의 풍척강생행혈은 F" , r 와 L1", r.r의 판계로 다옵파 같이 쟁 

의환다. 

{휠)= [했 ::ll 캅} (2.112) 

먼저， 위식(2.112)에셔 #행렬 KDØ융 결청한다. L1,,=0 일때의 경계조건은 

다옴과같이 된다. 

w(γ， 0)=0， O~~γ。 (2.113) 

미봄방청식(2.104a.비과 용력의 연축조건식(2.106a，b)과 청계초건울 만혹하 

는 입외의 변위 U，W는 식(2.5a，b，c)에 주어진 모우드의 충첩요로써 나타낼 

수있다. 

u(γ， z) = kU(z)J.。’ (kr)

w( r , z) = - ikij{z)]o(kr) 

(2. 114a) 

(2. 114b) 

이 요소는 반갱이 O~~γ。로 쩨환되어 있으므로 Bessel 합수 L가 사용 

되었다. 앞에셔 셔솔한바와 칼이 U，W는 면내품흉 상태의 수형쩌충의 조 

화운풍과 월치하는 고유값문제의 고유값 k에 대한 고유함수이다. 이 청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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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의 조건은 지표면이 고청되어 있융율 나타낸다. 

U(O)= 따0)=0 (2.115) 

이에 대용하는 대수 고유값 푼쩨는 다옴과 같다. 

(k2A+ikB+G- ω2때~= 0 (2.116) 

위식(2.116)의 고유값(wave number) k는 반경 r이 큰 값에 대하여 소산되 

거나 혹온 방사방향으로 에너지톨 전파시키논 모우드가 되도룩 션빽하여 

대각행렬 K=di짧(kj) (2N-2 by 2N-2)훌 구성한다. 앞철파 마찬가지로 

지표면과 기저암반에셔의 청계조건이 고정된 요소의 동쩍 강성 행렬온 자 

유표면을 갖는 요소에서와 마찬가지의 철차륨 룡하여 구한다. 모우드 행 

렬온 다옴파 같다. 

φ 행렬 1~1~2N-2 • l~j~N-l 

φ강-1. 1 = 다'Jl(k/yo) 

(Þ2i,/ =- i따Jo(k/yo) 

톨T 행렬 1~1~2N-2 • l~j~N-l 

￥T강-1 ， 1 = 다Uo(klγ。) 

1J1'2i, 1 = - i따Jl(k/yo) 

(2.1 1끼 

(2.118) 

모우드 amplitude 행렬 a 는 푸리에 청수 n-o에 대하여 다옴과 같다 . 

.Qν-1，/ = kl [자IL(k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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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1 = - ik, W/Jo(k,y o) (2.119) 

철첨 변위와 철검 하충용 모우드 참여 계수로 다읍과 갈이 나타낼 수 있 

다. 

U O= JJI’ (2.120) 

FO=-2πYO[A 톨'KK+(D-E)øK]r (2.121) 

행 렬 A， E는 쇠(2.39)와 식(2.41)의 충행 렬 A i , Ei의 첩션방향의 변위 

에 대용하는 행과 열율 소거한 행렬로￥터 구한다. 모우드 참여 계수훌 

소거함으로써 동척 창성 행혈외 부행렬 KOO율 구한다. 

F O= Koouo (2.122) 

KOO=-2πYo[A"KK+(D-찌φK]JJ- 1 (2.123) 

식 (2.11낀의 Llz = 1 에 대한 혹수혜논 다융과 같이 구한다. 이 륙수해에 

대용하는 변위와 하충율 각각 F O•1 , UO•1 , F~이라 한다. 

U(Y, 02) = 0 

W( Y, 02) == ß(02) 

(2. 124a) 

(2. 124b) 

변위에 대한 위식옳 미본 방청식(2.104뭘，b) ， 용력의 연축조건(2.106a，b) ， 경 

계조건(2.107a，b)에 대입하면， 지충 j에서 W는 다융의 미봄 방청식율 만촉 

시켜야 한다. 

- 41 -

••• 「



tt2W.2 (Àj +2Gj)짚2r + ωZpjW= 0 

Z = Zj , 2s:. j s:. N , 에서의 용력의 연속초건은 

dWI " . n ,.. '\ dWI 
Oj-l +2Gj- 1)효lz=z;= (Ai+2Gj)폐 진 

검계조건온 다옴식과 갈다. 

따0)=1 

~h)=O 

이에 해당하는 해롤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청식율 푼다. 

(G- ω2 Jl)LI= F 

여기셔， Ll1 = 1. L1j= 따Zj) ， 2s:. j s:.N 

F 1 =- 0'1 =-(À1+2G1) 짧Z=o 

F j = 0 , 2s:. j s:. N 이다. 

식(2.128)으로부터 

cfl.l= Y 

여기셔，1';강-1=0 ， Yj = L1i+l' l s:. j s:.N-l 이다. 

식 (2.1 10)로부터 이 톡수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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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2. 127a) 

(2. 127b) 

(2.128) 

(2.129) 



0 

F O•
1 = - 21CroD 1 I (2.130) 

Y 

0 Àj 0 -À j 

Gi o -Gi 0 
여기셔， Di= 훌 | (2.131) 

0 Ài 0 -À j 

Gj o -Gj 0 

식(2.1050로부터 %'zr=O 여고， 또는 행렬 D로부터 이 폭수해에 대한 수 

칙방향의 힘용 O 임이 분명하다. 씩 (2. 110a)로후터 

F~= 1CF1갱 (2.132) 

상(2. 112)의 동쩍 강성 행렬 K는 대청 행렬이므로， 식(1.122)의 KOO 과 

특수해(2.129)，(2.130)，(2.132)룰 사용하여 풍쩍 강성 행렬의 나머지 부행렬 

율 철청환다. 

KØI=[K꺼 T = FO,l_ K oo UO.1 (2.133에 

Kzz= F~- K iltJ UO. 1 (2. 133b) 

위식으로후터 동쩍 강성 행멸의 모든 요소훌 구한다. 이 동척 강성 행렬 

옳 구하는데 요구되는 노력은 이 요소의 반경 7。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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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형 요소 

O~rl~~r2 ’ O~z~h인 요소외 경계초건온 캉체 환형 기초에서 청의 

된 변위와 기저암반에셔의 고정된 변뀌어다. 

u( r.O)=O 

w(r.O) = L1z • rl~~γ2 

u(r. h)= 0 

w(r. h)=O. γ'1~~r2 

(2. 134a) 

(2. 134b) 

(2.134c) 

(2.134배 

이 요소의 자유도는 강쩨 환형 기초의 수직 방향의 변위 L1z와 철첨 

(γ'l.Zj). 철검 (r2Izj).2~j~N. 에셔의 수칙 방향의 변위이다. 

uJ= u(rr. Zj) (2.13Sa) 

wJ= w(rr. Zj) • 1= 1 .2 (2.13Sb) 

이 자유도에 대용하는 하충용 기초에서의 수직 방향의 힘 Fz파 쩔첨 

(γ1. Zj) 과 철첨 (r2.Zj). 2~j~N.에셔의 반경방향의의 힘 Pr.j 와 수직 

방향의 힘 월.1(l=1 ， 2)이다. z방향으로 션형의 형상합수톨 사용하였옳 

경우， 철검하중온 다옴파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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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 =-21C댐Z=ordr -2썩때"='" (헬즈)dz 
(2. 136a) 

+.aV"2L~ ’ r써1'=끼(꿇즈)t4 

PL=-2쩌 되 a~ ，，= η(뀔현二1. )dz-2쩌 K*l6」 r= η(캡5즈)dz 

(2. 136b) 

과 ;=-2껴lXlra|r=rl(잖펀)dz-2찌갚+lr*|7=rl(첼쓴)dz 

(2. 136c) 

R.i=2왔2Xl6」 r=η(잖펀)dz+2쩌Lf+l6」 r=η(첼든즈)dz 

(2.136<1) 

혈.;- 2현LrltJr흐 꺼(잖략二ι )d:z +2젠 ￡
i+lr”|쇄헬륨)dz 

(2. 136e) 

쩔검 (γ'1 ， 2;) ， (ηI 2j) , 25:. j5:.N , 에셔의 철첨변위 빽터와 철첨하충 빽터 

률 각각 U1, U2와 F 1, F2라 하며 다융과 같여 청의한다. 

~-1= 꾀+1 ’ 
15:. j 5:.N- 1, 1= 1. 2 (2. 137a) 

~= 씨+1 (2. 137b) 

F~-1 = P,..i+ l , 15:. j 5:.N- 1, 1= 1. 2 (2.1 3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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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강=P:.i+l 

이 요소의 용쩍강성행혈용 다융파 활이 갱의한다. 

K ll K 1z K 12 1 f U1l 

K zl Kzz K .z2 

K 21 K 2z K 22 

L1z I 

u2
J 

(2. 1 37d) 

(2.138) 

먼저， 위식(2.138)에서 꽉행렬 K ll , K깅， K 21, KZ2율 결청한다. L1z= Q 일 

빼의 경계조건은 다옴과 갈이 된다. 

u{r,Q) = Q (2. 139a) 

w(κQ)= L1z ， η~ r-;;;: T2 (2.139비 

미폴방청식(2.104a，b)과 용혁의 연속조건식(2.106a，b)과 경계조건율 만족하 

는 임의의 변위 U，W는 식 (2.Sa，b，c)에 추어진 모우드의 충챔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H빼kel 합수 제 1총에 대해서는 

u{ r. 2) = kU(2)H，。’ (l) {kr) 

w{ r , 2) = - ik ~2)H!1)(빼 

마찬가지로， Hankel 함수 쩨2총에 대해셔는 

u( r , 2) = kU(2)H，。’ (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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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0b) 

(2.14Oc) 



w(r. z) == - iKß(z)H!2)(kr) (2.140<1) 

이 요소는 반청이 γ1~~r2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H빼kel 합수의 제 1총 

파 체2총 HJl)，휩2)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앞에셔 션핵환 고유앓만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요소와 마찬가지료 갤검 변위와 철검 하충 

은 모우드 창여 계수로 다융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1 톨 Ql]’1+ 강lr2 

u2== Q 2r 1+ 깅2r2 

이에 대용하는 철첨하충빽터 Fl, F2 는 다융과 같다. 

F 1 ==2πrl[A 1"1‘KK+(D- E 1).IK ]r1 

+ 21l'rl[ A롤lKK+(D- El)JlK ]r2 

F 2 =-21rr2[ A .. 2 KK + (D- E2) φ2K ]r1 

-21rr2[A훌'2KK+(D- .È2)~2K ]r2 

모우드 참여 계수톨 소거하여 K ll , K 12, K 21 , K22융 구한다. 

{tJ= I$;: 했 11 파} 

(2. 141a) 

(2. 141b) 

(2. 142a) 

(2. 142b) 

(2.143) 

식(2.1 38)의 L1,2 =1 에 대한 혹수해는 앞의 요소에서와 마찬가지의 철차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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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U1
•1= Y 

여기셔， 간j-i == 0, Yj == "';+1" , l~j~N- l， 1= 1. 2 이다. 

식 (2. 136a)로부터 이 혹수혜에 대혜서 

0 0 

F1• 1 =-21CηD/ 1 / , F2• 1 =-2πr2DI 1 

Y Y 

F~= πF;t(갱-씌) 

(2.144) 

(2. 14Sa,b) 

(2. 145c) 

식(2.138)의 홍척 캉성 행렬 K는 대청 행혈이므로， 식(2.143)의 Kll , 

K 12 , K 21 , K22와 톡수혜(식(2.144)，씩(2， 145))훌 사용하여 풍척 캉성 행 렬 

의 나머지 부행휠율 결정한다. 

K 1;t = [ K ;tl] T = F 1•1 _ [K l1 +Kl?] U1. 1 (2.146a) 

K 2:t = [ K .tl] T == F 2•1 _ [ K 21 + K22] U1•1 (2. 146b) 

Ku = F! - [ K iIl + K .tl] U 1•1 (2.146이 

위식으로부터 폼척 강성 행멸의 모든 요소톨 구한다. 이 풍척 강성 행렬 

율 구하는데 요구되는 노력은 이 요소의 두째 r2-"1 와 루관합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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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rizon뻐1 Vibration (푸리 에 청수톨1) 

i맑υ리에 청수 n톨1에 대해서 촉대칭 총상 지반에 수평방향의 천홈파 희전 

품풍율 할 때는 3방향 (반검방향， 수칙방향， 첩션방향)의 변위훌 모두 포 

함한다. 3방향의 변뀌는 푸리에청수 n=l 인 경우， 다옴과 같이 나타낸다. 

u( 1', (J, z) = u( 1', z) COS (J (2. 147a) 

W( 1', (J, z) =강( 1', z) COS (J (2. 147b) 

v( 1', (J, z) = -고(κz) sin (J (2. 147c) 

변위의 빼.plitude u. W. V에 대한 j번혜의 지층에셔의 지배 미분 방청 

석용 다융과 같다. 

聽+농흙-쏠+떻+꽃+난짧쫓+젊웅고=0 
(2.148&) 

펴zv ↓~흐1L_화고4 호:R...L요같..L 1 굴4-4L-:-n 
a카 I l' a1' ,;. I az2 T ,;. T 1-211j l' T [ c하]2 v-v 

(2. 148b) 

피즈굉..L ... 너Æ_궐4펴짧4끽고..L 1 펴흐..L_보E-::;-n a';' ’ l' a1' ,;. I az• ’ ,;. I 1-211j az ’ [뎌]2 ι-v 

(2. 148c) 

여기서， 도=뽕+요 _..1l..+쁜 (빼.plitu，야 of dila빼on) 이다. 
0 1' l'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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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의 amplitude는 다융식과 갈다. 

(Jr= ãrcos 8= (À도+2다뽑)cos8 

(Jø= 닮C여8=(À도+2Gj꽁 -2다웅)COS8 

따= (JzCOS 8= (À도+2다뽕)cos8 

f rlJ=- 성S피8=-다(뿔-꽁+꽁)s피8 

fOz=- 굶S피8=-다(꽁+짧)s피 8 

_ ~" ,.. 1 a U I a w L~_ n fzr= fzrCOS 8= Gil ;: + -;: )cos f) i\ az I ar J"'~" 

(2. 149a) 

(2. 149b) 

(2.149이 

(2. 149d) 

(2.149터 

(2.149η 

Z= Zj , 2~j~N , 에셔의 변뀌 U，W，V와 용혁 (Jz' føz' fzr은 연속이어야 

한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Ài-~도+2Gi- 1펄 L=7:" = [샤+2다짧L=7~ 

다[꽁+짧L=7~ 다-l[꽁+짧L~7:- = 

다-l[짧+뿜]’톨，r= GJ뿌+쁘1 
j l aZ I ar J 톨.~ 

가. 원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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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ot O~z~h인 영역와 Z매의 강쩨 원행 기초위에셔외 경체조건 

용 다융파 갈다. 

고(1"， 0) ==..:1% (2.151a) 

w( 1"， O)=-얘 , O~~ 1"，。 (2.151b) 

v( 1", 0) =..:1% (2.151c) 

여기셔， ..:1%는 강체원행기초의 수명번위의 amplitude 이며， rþ 는 수명촉에 

대한 강체현행기초의 회천각이다. 기저암반에서의 경계조건은 다옴과 갈 

다. 

u( 1", h) = 0 (2. 151d) 

w( r, h) = 0 , O~ ~γ。 (2. 151e) 

강(r， h)= 0 (2.151f) 

이 요소의 자유도는 강체기초의 수평 방향 변위 ..:1%와 회천각 rþ , 철첨 

(1'0' Zj) , 2~j~N， 에서의 반청방향， 연지방향， 접선방향의 철첨 변위이 

다. 

고j= 고(ro ， Zj) (2. 152a) 

Wj톨 ψ( 1'0' Z싸 (2. 152b) 

깅j- 고 (ro ， Zj) (2.152이 

- 51 -



이 차휴도에 대용하는 하충용 각각 강쩨 ι 월형 기초의 수명방향외 힘 F" 

와 회전 모멘트 M, 그리고 철첨 (γ。 ， %j) ， 2 s:. js:. N，에서의 반청방향의 

힘 P1'.j와 수칙방향의 힘 pz.j 첩션방향의 힘 p ð•j 이다. z방향응로 션형 

외 형상합수률 사용하였올 경우， 철검하충용 다옴과 같다. 

깐-πJη도'zrlz=o rdr- πLη꿇1 ，，=0 rdγ 

+1l'η￡-Er|7=η[풋즈]dz+ 1l'ro L~z꿇1 1'=ι[짧즈]dz 

(2. 153a) 

M=xY￡|z=o쐐-웰zL|r럭[풋즈]dz (2.153비 

Pκj- 낀J:~I 교/1'= 까[뀔략二.L ]dz+π￡
i*l 

￡|r=ι[첼카]dz 

(2.153c) 

pz.j= 찌끄‘갈11'=까[잖frL]&+깐f’같1 1'=η[펀카]dz 

(2. 153d) 

P8i=taXl꿇/1'률까[뀔략二1. ]dz+ 1l'ro J:
I+I

갑1 1'=η[첼카]dz 

(2. 153e) 

쩔첨 (YO , %j) , 2 s:. js:. N, 에셔의 철첨변위 펙터와 절첨하충 빽터훌 다융 

과 같이 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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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i-2= 고i+ l (2. 154a) 

U3ï-l= Wj+l ~ l s:. j s:.N-l (2. 154b) 

댁j= Vi+ l (2. 154c) 

F영~-2= Pr.i+ l (2.1S4이 

F영~-l = PZ.i+ l , l s:. j s:.N-l (2. 154e) 

협-=P8.i+l (2. 154t) 

이 요소의 동쩍강성행렬은 F)l .M , FO와 .4)l' t/J, UO 의 관계로 다홈과 

같이 청외한다. 

F )l 1 r K .u Kz~ K %Ø lr .4z 

M ~= I K ;x KH K~ U tþ 

FOJ lKQIÇ K~ K OO Jl ,UO 

(2.155) 

먼저， 위식(2.155)얘서 부맹혈 K∞율 철청하기 위해서 .4z =O' φ=0 여라 

한다. 이때씌 청계조건을 다융파 칼01 훨다. 

u(r,O)=O 

죠(r， 0) = 0 , o s:.rs:. γ。 (2.15야 

v(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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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붐방청식(2. 148a，b，c)과 Z = Zj' 2 !::.j!::. N , 에서의 용력의 연속초건식 

(2.1SOa，b，c)과 경계초건옳 만촉하는 임의의 변위 amplitude u , w , v는 

식(2.5κb，c)와 식(2.6a，b，c)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모우드의 중협으로써 나타 

낼수있다. 

u (r, z) = kU(Z)]l ’ (kr) 

강 (γ'， Z) = - ikß(z)]l(kr) 

강(κZ)= 농 αZ)]l(삐 

강(γ， Z)=농 V(Z)]l(뼈 

w(γ， Z)=o 

v(r,z)= kV(Z)]l ’ (kr) 

(2.157a) 

(2.157b) 

(2. 157c) 

(2.158a) 

(2. 158b) 

(2. 158c) 

이 요소는 반청이 o!::.션γ。로.쩨한되어 있으므로 Bessel 합수가 사용되었 

다. 앞에셔 셔솔한바와 감이 U，W는 면내운동 상태의 수명지층의 조화운 

동과 일치하는 고유값문체의 고유강 k에 대한 고유합수이다. 마찬가지로 

V는 면외훈풍에셔 얻어진 고유값품제의 고유값 k에 대한 고유함수이다. 

이 청우 다융의 조건은 치표면이 고갱되어 있옴융 나타낸다. 

U(O)= 짜0)=0 

V(0)=0 

식(2.15끼의 모우드에 대용하는 대수 고유값 문제는 다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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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A + ikB+ G- ω2 Jl)L1= 0 (2.160) 

식(2.158)의 모우드에 대용하는 대수 고유값 푼체는 다음과 갈다. 

(k2 A+ G- ω2 Jl)L1= 0 (2.161) 

면내운동에셔 구한 고유값과 면외훈동에셔 구한 고유값율 각각 앞의 

2N-2개의 요소와 뒤의 N-l개의 요소로써 대각행휠 K (3N-3 by 3N-3)률 

구성한다. 

K=d따g(kj) (2.162) 

앞철과 마찬가지로 지표면과 기저암반에서의 검계조건이 고청된 요소의 

동객 강생 뺑혈용 짜유표면울 갖는 요소에셔와 마한가지의 컬하롤 흉하여 

구한다. 모우드 행 혈운 다융과 같다. 

φ 행혈 : 

φ3j-2.1 =-l.까1 Jo(k,yo) 

φ3j-l.1 =- iRi센(k，yo) 

φ3;， 1 = 0 

~3i-2.1 = 0 

φ3;-1.1 =0 

(1 ~/~2N-2 ， 1~j~N- 1) (2. 163a) 

(2N-l ~/~3N-3 • l~j~N-l) (2. 1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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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3i， I =- v?-2N+2I。(klfo)

함행혈: 

lJI.하-2./ = U/Jl(k !yo) 

￥되li-l./ = i따Jo(k/yo) 

훤i./ =0 

"3i-2.1 =0 

(I ~/~2N-2 , l~j~N- 1) (2.164a) 

훤i-l./ =0 (2N-l~/~3N-3 ， 1~j~N- 1) (2.164비 

훤Ii./ = y/-2N+2 Jo(k!yo) 

모우드 빼껴plitude 행렬 Q 는 쭈리에 청수 n턱에 대하여 다용과 활다. 

!J3/-2./ = k/ 다끼’(k/γ。) 

Q하-1./ =-ik/없T1 (k/yo) (I ~/~2N-2 , l~j~N- 1) (2.165에 

!J3i,/ = 꽃 다까(k/yo) 

!J3i-2.1 = 놓 κ/-2N+2J1(k，η) 

!J.윈-1.1 =0 (2N-l~/~3N-3 , l~j~N- I) (2.165비 

Q하.I = kIV?-2N+2Il’ (k,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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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챔 벌뀌와 껄뭘 하총흘 표우드 활여 쩨후훌 다융파 감이 나타낼 수 었 

다. 쩔챔 하충윤 쭈려얘 청수 n-l얘 대뼈셔 적(2.49)률 8얘 대뼈 쩍폼하 

여 구한다. 

U O = Dr (2.166) 

FO=- 1l"ro[A 톨rKK+(D-E+ N) φK-(L+ Q) F]r (2.161) 

행렬 A， D ， E， N， L ， Q는 앞의 행렬에셔 제 1행과 제 I열율 소거하여 

구한다. 모우드 참여 계수톨 소거함으로써 풍객 강성 행렬의 후행혈 

KOO 율 구한다. 

F O = K oo U O (2.168) 

K∞=-1l"ro[A FKK+(D-E+ N) φK-(L+ Q) F]D- 1 (2.169) 

다읍용 식(2.155)의 L1z=l , ;=0에 대한 록수해훌 구한다. 이 복수해에 

대용하는 변위와 하충율 다융과 같이 놓는다. 

Fo.l , Uo.l , Fi, Ml 

변위는 다융식과 같다. 

u(γ， z)= u(z) 

죠(r， z)=O 

고(r， z)= αz) 

••••••• T 

(2.111a) 

(2. l11b) 

(2. l11c) 

-57-



변위에 대한 위식융 미환 방청식(2. 148a.b,c ). 용력외 연촉초건(2.1SOa，b.c). 

경계초건(2.1S1a.c)에 대입하면， 지충 j에서 U는 다홉의 미분 방청식율 만 

족시켜야 한다. 

다뿔l+ ω2pjU=0 

2 = 2j. 2!!:.j!!:.N. 에셔의 용력의 연속초건은 다음과 갈다. 

다-1짧L=갇= 다짧L.zt 

그리고 청계조건온 다융과 같다. 

0(0)= 1 

O( h)=O 

이에 혜당하는 해률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정식율 푼다. 

(G- ω2J찌.tJ= F 

여기서 • A1 = 1. Aj = U(2j). 2!!:.j!!:.N 

F1 =- 다 =-G1 짧L=o 

F j = 0 • 2!!:.j!!:.N 이다. 

식(2.175)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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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2.174a) 

(2.174비 

(2.175) 



yG.l= Y (2.176) 

여기서; Y3i-2= ..::fi+ l' Y3i - 1=O. Y3J= ..::fi+ l '. l~j~N~l 이다. 

식(2.153)로후터 이 특수혜에 대해셔 

F O•1=- 1CrA -1CκD 

1 

0 

Y 

식 (2.153)로꽉터 다용식을 구한다. 

깐=1Cγ~l 

M1 = 흉 얘G1(1 -A2) 

(2. 177a) 

(2.1πb) 

(2.l77c) 

위의 과청과 마찬가지로 • Ax =O.Ø=l 에 대한 확수해훌 구한다. 이 혹 

수해에 대용하는 하충과 변위롤 다융과 갈이 놓는다. 

Fo.l , Uo.l , FL M2 

변위는 다융과 같이 표현된다. 

고(r.z)= αz) 

죠(r. z) =- r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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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 2) = U(2) (2.178이 

변위에 대한 위식율 미봄 방청식(2. 148a，b，c)와 용력의 연속초건(2. 15Oa，b，이， 

경껴l조건식(2.151 a，b，c，d，e，f)에 대입하여， 지층 j에셔 U，W는 다융과 갈용 미 

분 방청식율 만족하여야 한다. 

d‘ U " . ""dW .. 2 다찮 -(À j+ Gj)효 + ωιpjU=O 

tfW.2 
(Àj +2Gj)꿇2'+ ωZpjW 0 

2= 2j' 2s:. j s:.N , 에서의 용력의 연속조건온 다음과 찰다. 

(À j - 1 +2다-1)짧L쩌= (Àj+2다)짧L=zl 

다十 w←짧L= ，，:-=다 [-w←짧L= ’ 

정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U(O) = 0, 짜0)= 1 

U(h)= ~h)=O 

이에 해당하는 해훌 구하기 위하여， 다융의 방청식율 푼다.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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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9a) 

(2. 179b) 

(2. 180a) 

(2. 180b) 

(2.181a) 

(2.181비 

(2.182) 



.::11 =0 • .::12 = 1 • .::1강-1 = U(Zj) • .::1강= m:z j ) • 2 15:.j15:.N이다. 여기셔 

(2. 183a) P1 =- '1=- G1[ - 따짧L-n 

(2. 189b) P2-:-- (J'I= -(À 1+2G1)짧L=o 

(2. 183c) P강-1 = P2j= 0 • 215:. j 15:. N 

S 행혈은 다융과 같은 부행렬 SI훌 어생불하여 구한다. 

(2.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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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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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한-~‘2‘ Itj 6'" 1"/"/ 

0 

GI_~A.f，._，，_ 
hj 3'" 1"1"1 

0 

-융(Àj-G) 

-걱냐2Gj -'-~ + ω2p)sj 
It j '3 

-융(Àj+ Gj ) 

짧Gi + 융 ω2p싸i 

Gj _~ A.2,.‘ 
It j 3 ‘ " "-J 

0 

Gi_~ ‘2 
hj 6'" 1"/"/ 

0 

sj .,. 

식 (2.182)로부터 

(2.135) uo. 2 = y 

Y퍼=.::1강+1' 115:. j 15:.N-l 이 Y3j-l =- γ。 .::12j+2 ’Y3j- 2 = .::1강+1 ’ 여기서， 

(2.186) 

다. 식 (2. 153c.d，e)로부터 

FO• 2 =- 1Cγ。Hr'Ll’

여기셔 • .::1강--2’=.::1강-1 • .::13j- 1’ =.::12j • .::1핍’= 0 • 115:. j15:.N 이다. 

Hr• l 흩 어생불하여 구한다. Hr 는 충행력 행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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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Ai O 0 -5 rA ,i O 

훌다 울 G까j 0 융 Gj 융 G까j 0 

0 0 0 0 0 0 
Hηj률| (2.18끼 

0 -ζ Åô 0 0 -좋 Åj 0 
2 "J 

」L G· 」LGih * G; .1. ~ z. 0 2 .... ' 6 CilZ j 2 Gi 6 Gihi 

0 0 o 0 0 0 

식 (2. 153a，b)로후터 

략=1C:냉P1 +흉 7칩1(1- A4) (2.1 88쩨 

κ =-풍 녕P2 +(융 G1h1- 융 G1A3+ 융 G1h1A4)뼈 (2.188비 

식(2.155)의 동쩍 강성 행렬 K는 대청 행렬이므로， 식(2.17이의 KOO 파 

폭수혜(2.176)，(2.177)，(2.185)，(2， 18야훌 사용하여 동척 강성 행렬의 나머지 

부행혈융 컬청한다. 

K ØIt = [ K XO] T = FO.1 _ Koo yo.l (2. 189a) 

K~= [K~]T = F O.2 _ K oo UO.2 (2. 189b) 

K훌=F~-Kmyo.l (2.189c) 

Køø= M2 - K Øø UO
•
2 (~.189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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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x;= K ;x= M1 - K~ cf'.1 (2. 18ge) 

휘식으로부터 동쩍 강생 행혈외 모든 요소톨 구한다. 이 동쩍- 캉성 행혈 

옳 구하는떼 요구되는 노력용 이 요소의 반경 γ。와 무판합융 알 수 있 

다. 

나. 환형 요소 

O~rl~~γ2' 0~2~h인 요소의 경계조건용 캉체 환형 기초에셔 청의 

흰 변휘와 기저암반에서의 고청된 변위이다. 

u(r.O)= Llx 

w(r.O)=- 얘 • rl~~r2 

v(r. 0) = Llx 

(2.1잊)a) 

(2.190b) 

(2.1잊)C) 

이 요소의 자유도는 강체 환행 기초의 수명 방향의 변위 Llx와 강쩨 기 

초의 수명촉 회천각 ø. 그리고 철첨 (γ'1. 2j). 철첨 (-Y'2. 2j). 2~j~N. 에 

서의 반청방향， 수직방향， 챔션방향의 변위이다. 

고i I= 강(r， .2j) (2.191a) 

강i l= 강(r，. 2j) 2~j~N (2.191비 

고i l= 고(r， .2j) (2.19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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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도에 대용하는 하충은 기초에셔의 수평 방향의 힘 Fx와 회전 모 

멘트 M, 그리고 철첨 (rl ， 2;) 파 철챔 (r2 , Zj) , 2~j~N，에서의 반청방 

향외 힘 P,..; , 수칙방향외 험 감.J 및 캡션방향왜 힘 Pø, j (1- 1, 2 )이다. 

z방향으로 션형외 형상합수훌 사용하였융 청우， 절청하중올 다융과 칼다. 

κ= -1C줬，1~=o rdr- 1C강도8zlz=o 쌍 

-π1 {2 CTrl r= rl [짧즈]dz- γl{’도얘Ir=rl[꽃죠]dz 

+웰’ O"rl r= η[웰즈]dz+ 웰’도얘Ir=η[꽃즈]dz 

M= π줬Iz=o ，J-dr+純’김Ir=rl[꽃즈]dz 

-웰l’뇨Ir률꺼[짧즈]dz 

(2. 192a) 

(2. 192b) 

PLi=-젠 XlEr|r=η[잖펀]dz-쩨￡i+lEr|v=팬뭔즈]dz 

(2. 192c) 

뀐 j=-뼈XlL|r흩끼[잖펀]&-mlfl뇨Ir=rl[띈쓴]dz 

(2.192이 

업 j=- γ1!~1 운얘Ir= rl [잖펀]dz+쩨 Jri+l 도얘Ir=r댐쓴]dz 

(2. 1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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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i= 까LrlEr|r=”[뀔펀]dz+ 젠X+l ￡|r= 꺼I책찬]dz 

(2.192f) 

쩍 i-짝Lrl 코，.1 ，.=η[잖펀]dz+웰j+l갈1 ，.=η[뤘찬]dz 

(2. 1929) 

잭i=%2Lrl갑1，.=꺼[잖펀]&+%Xi*l꿇1 ，.=η[띈카]dz 

(2.1없h) 

철첨 (η • Zi), (Y2 I zJ). 2s;. j s;.N. 에서의 컬챔변위 빽터와 철점하중 빽터 

롤 각각 u1 , U2 와 F 1, F2라 하며 다옴과 갈이 쟁의한다. 

Uai-2= 강 j+l 

[셔i-1 = ii J+1 , 1s;. j s;.N- 1, 1= 1.2 (2. 193a) 

[셔:i- 뀐+1 

F~-2= Pr,i+ l 

Faj-l 률책，i+lt 1~js;. N"" 1. 1= 1.2 (2. 193b) 

FSi=P&.i+1 

이 요소의 동척강성행혈은 다음과 같이 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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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1 r K쨌‘ KU Il ull 
κl KXi F Ki Ka |4 l;r:’,1 K ;X K “ K ;2 " ø 

(2.194) 

F‘2J l K 21 K강 K 2; K~ J l U2 

먼저， 위식(2.194)에서 부행렬 K l1 , K 12, K 21, K22울 철청하기 위혜셔 

L1x=O , ø=O L1z=O 일때의 검계초건을 다융과 같이 된다. 이 겸계죠 

건에 대한 모우드는 식 (2. 157a，b，c)와 식 (2. 158a，b，c)로 부터 Bessel 합수 대 

신에 H빼kel합수률 사용하여 나타낸다. 앞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모우드 

참여 계수로 변위 및 하충율 나타내면 다융파 칼다. 

U 1= 0 11’1+ 깅lr2 (2. 195a) 

U2= 02r1+ 깅2r2 (2. 195b) 

F 1 =1Cγ'I[A 톨r1KK+(D- E 1+ N1) (þ lK-(L1+ Ql) 함1 ]r1 

+ 1l'Yl[A흉lKK+(D-El+Nl)~IK-(Ll+ Q냉1 ]r2 

(2. 196a) 

F1 톡 -1Cγ'2[A 톨r2KK+(D- E 2+ N2) φ2K-(L2+ Q2) 톨r2 ]r1 

-1Cγ2[A향2KK+(D- E 2+ N2)~2K-(L2+ Q2)훌2 ]r2 

(2. 196b) 

모우드 참여 계수톨 소거하여 동쩍 강성 행렬의 부행혈율 결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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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 I ￡;: 했 ]1 캄} (2.197) 

L1x= 1. ø=O 에 대한 확수해는 앞의 요소에셔 구한 철차와 마찬가지로 

구한다. 철첨변위는 다융과 같다. 

U I•1= Y , /=1, 2 

절첨하충온 다움과 같이 표현된다. 

τr 1 

0 
F 1•1= 7lTIDI 1 , F2• 1 =_π2 D 

1 

F!= 7l\얘-씌)F1 

M1 = 쥬(져- 씌)GI(I - L12) 

1 

0 

1 

Y 

(2.198) 

(2. 199a,b) 

(2. 199c) 

(2. 199d) 

L1x=O , Ø=l 의 륙수해는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철첨 변휘와 

철첨 확충용 다음과 같다. 

U I•2 = yl (2.200a) 

F 1•2 = πγ'IHrl L1 1 (2.200b) 

- (fl-

「



F 2•2 = - 1CY2H꺼Ll l (2.2α)C) 

여기서. l1i- 2 = L12i+ 1 ’ l1i-l =-γ1L1강+2' 11= L1강+1' l~j~N-l 
이다. 그러므로 

단=n{냥-씌)Pl +흉(냥-샤)..1 1(1- L14) (2.201a) 

씨= 좋(채- 씌)뀔+(융 G1h1 -훌 G1L13 +융 G1h1L14)n{얘- 씌) 

(2.201b) 

동척 강성 행렬 K는 대칭이므로 이미 구한 부행혈 K ll • K 12 • K 21 • 

K22 와 식(2.198)-식 (2.201)의 륙수혜로부터 구한다. 

K lx = [Kx1 ] T = F 1•1_ Kll U1.1_ K12 U2.1 (2.202a) 

K 'à = [ K~] T = F 2•1 _ K 21 U 1•1_ K 22 U 2• 1 (2.202비 

K1p =[Kφ1] T = F 1.2 _ K ll U 1•2 _ K12 U2.2 (2.202c) 

K 2p = [ K P2 ] T = F2.2 _ K 21 U 1•2 _ K22 U2.2 (2.202이 

K%%=F~-K쳐 U1 • 1 -K껄 U 2.1 
(2.202히 

K pp = M2 - Kpl U 1.2 - K P2 U 2•2 (2.202f) 

K XP= K Px= M 1 - KPl U 1•1 _ K P2 U 2•1 
(2.202밍 

위식으로부터 동척 강성 행멸의 모든 요소률 구한다. 이 동적 강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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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구하늪데 요구되높 노력올、이 요소의 두째 ’2'''- "1 와 우판합흩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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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환요소와 축대청요소의 

연계에 의한 3차원해석 

현채 지반-구초물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은 일반쩍으로 2차원 내지는 근 

사척인 3차원 해석으로 수행되어치고 있다.2차원 내지는 근사척인 3차원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방법은 지반과 구조물 모렐링 방법의 간편성 

풍의 여러 가지 이유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Hadijian풍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3차원의 2차원 해석은 과도하게 보수척인 결과를 산출하는 경향이 

었으므로 사용시 세심한 주의훌 할 필요가 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기초의 형상 혹온 구조물이 기하학객인 촉대청이 아닌 경우， 지반 채료의 

촉대칭쩍인 균질성이 있지 않융 경우， 촉대칭 하충이 아닌 일반척인 하충 

의 경우는 2차원 해적으로는 청확한 결과훌 예측할 수 없고， 3차원 해석 

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3차원 해석은 2차원 해석에 비하여 모웰링이 쉽지 않고， 2차원 

해석 방법에 비하여 해석하는떼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 매우 크다. 또한 

지반의 성질이 구조물융 포함한 근역(ne하 field)융 제외한 원역(far field)에 

서 축대칭인 성질율 갖는다면， 천체 해석 영역율 3차원으로 모웰링하는 

것온 비효율척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초률과 기초 및 주변의 명역은 일반척인 3차 

원 유한 요소훌 사용하여 모형화하고 이 밖의 명역은 3차원 촉대청 유한 

요소 및 환형의 h꽤하elemet와 천달경계로셔 모형화한 후， 다음의 쩨3철에 

기솔한 바와 같이 3차원 유한요소와 촉대청 요소의 연계방법에 의하여 해 

석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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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철 유한 요소법에 의한 3화월 요소의 모렐랭 

이철에셔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3차현 요소의 강성행혈과 훨량행혈왜 계 

산융 간략히 기술한다. 3차원 고쩨 요소에서의 변위， 용력 및 변형도 성분 

온 다융과 같이 청의된다. 

u={ uvw}r 

(1= { (1% (1y (1% T::xy T:JIiZ T:;u } T 

E= { E% Ey E% Y,q YJIiZ Y;u } T 

이때， 3차원의 용력-변형도 행혈 E는 다용과 갈다. 

1 a a 
a 1 a 

E- E(1- ω I a a 1 
- (1 + 11)(1 -2 이 b 

b 
b 

(3.1) 

β.2) 

(3.3) 

(3찌 

여기셔，- E 톨 탄생계수， 11 - 포아송버， a=7Lr ， b= 1 ..... 2v 이다. 
(1-끼 2(1 -ψ 

3차원 매개 형 (is야빼ametric) 고체 요소에셔의 변위 (u, v, w)와 화표 

(x.y.z)은 고유 좌표계 (~， 7J. ~에서 청의된 형상 함수 N; 와 요소 철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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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U; , V;, W;) 빛 요소 철혐 확표 (%;，)1i.%써훌 다융과 갈이 표현환따. 

%=~j%i • .Y=~iYi • 2=~Ni2i (3.5) 

u= ~N; u; ’ v= ~Ni v; ’ W=~N;Wi (3.이 

3차원 성봄의 변위와 변형도의 관계는 다융과 같이 행혈 a 로 표현된다. 

e=au (3.꺼 

z 

y 
x 

‘
。

‘
。
‘
。

0 
o w 
。

히
 에
 

y 

x 
z 

‘0 

꺼
O
 
‘
。

0 

하
 O 

Mm 

이
 o 

x 

y 

z 

‘
。

꺼
O
 

‘
。

O 
O 

W 
O 

W 

= 『
O (3.8) 

따라셔 컬첨 변위와 변형도 행혈용 다옴파 같이 나타낸다. 

B=aN (3.9) 

여기셔， 형상 함수 행렬에서 철첨 변위 u;={ μ; V; Wj } T 에 대용하는 

요소만율 표시하면 다융과 갈다. 

o 
o 
N. 

o 
N. 
o 

M 
o 
0 

-N 
(3.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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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훨 훌째에서의 3X3와 iJacobi뻐 뺑혈용’ 삭(3.11~과 칼다. -

--’------’--,

J 

a
‘ 
7r 
a

‘ 

M. 
M. 
M

‘ 

v-vt 

VJ 

‘t 
,, 
-‘ 

M. 
M. 
M. 

x 
x 
x 

·t 

,--‘ 
센
M
M
 

Zl ·t 

·’ 
-‘. 

x 
x 
x 

·t 

,, 
.‘ 

x 
x 
x 

·e 

·’ 
r· 

x 
x 
x 

= 1J 
(3.11) 

3화윈 .::a쩨 요소애서 쟁의됨 쩔첨외 수가 n개얼때， 이 요소의 강성 행 

렬과 질량 행혈용 다융과 강다. 

K= LIBT‘ EBdx ψ & (3.12a) 

11= μN재Ndx ψ& (3.12비 

고유확표계에서외 강성 행멸과 질량 행혈을 다융과 같다. 

K혹 f~ 111 f~ 1 B T E B 1 I1 짜 찌 4 (3. 13a) 

M듀 f~lJ~lf~lNTpN 1I1 짜 쩌 4 (3. 13b) 

제2쩔 얼반적언 하충올 고려한 축대청 유한 요소 

얼반척으로 촉대청 요소훌 사용하여 지반-구조률 상호작용의 해석훌 수 

행하는 청우는 구조물 및 지반의 재료 성질 및 기하학객 성질이 촉대칭이 

고 외력으로 작용하는 하충의 첩션방향 성분이 0이며 촉대칭으로 작용하 

는 청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쩨 지반-구조몰 시스햄에 

-73-

----•• ••• 

T 



작용하는 하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혹대챙이 아닌 정우， 혹 일반척씬 하 

충율 밭는 재료 성질과 기하학척인 성질이 촉대칭인 구초훌율 3차원흐로 

모멜링 하여 해석하는 것을 많윤 시간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척으로 촉 

대청이 아닌 하충이 착용활 검우， 이러환 하충은 반정이 r인 원추훌 따라 

셔 방사 방향， 첩션 방향， 연직 방향으로 붐포된 형상으로 분리할 수 있 

다. 반청이 r언 윈추 위에 폴포된 임의외 하충용 푸리에 확장율 하여 푸 

리에 청수 n까지의 대청 모우드와 역대칭 모우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 

다. 다옵 식올 반검이 r인 원주 위에셔 작용하는 하충융 원주훌 따라셔 

푸리애 급수를 사용하여 대청인 항과 역대칭인 항의 합으로 표현한 것이 

다. 

Pr(에= 옳(P，，'cos nO+ P，，4S띠뼈 (3.14) 

식 (3.14)에셔 윗첨자 s는 대청 모우드률 나타내고 아랫청자 a는 역대챙 

모우드훌 나타낸다. 즉 일반객인 하중율 대챙 모우드와 역대청 모우드의 

하충의 푸리에 계수의 합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푸리에 청수 n에 대한 하 

충의 대청 모우드와 역대청 모우드에 대해서 축대청 유한 요소훌 사용하 

여 실제척으로 2차원 해석옳 수행한다. 변위의 최총쩍언 혜논 쭈리에 청 

수 n에 대해셔 구한 변위의 푸리에 계수와 푸리에 급수의 각 항의 합으로 

표현되므로， 고려하고자 확는 푸‘리에 청수 nol 작윤 앓이라면 3차윈으로 

품제훌륭 해석하는 것보다 효율객이다. (C∞k， 1978) 

원룡형 좌표계에셔 청의된 변위와 변협도의 판계톨 3차원으로 표현하면 

다융과같다. 

E ... = 흐x 
r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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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 .Jl + .1._흐1L (3. 15b) 
8(J- r' -:y. ôe 

훌 =펴효L (3.1Sc) u- ôz 

7ø== 흐U+흐깊L (3.15φ ôz I ôr 

7rø=쁘+-1쁘--ι (3. 15e) rø- ôr 'r ôe --:Y 

흐ι .1. 호깊L (3.15η Y&= az + r a8 

그러므로 윈륭형 화표계에셔 청의한 변위와 변형도 관계훌 행혈 [ ô] 

로 표시하면 다융과 같다. 

{E}= [ô] {U} (3.16) 

{e}T={ Ew ε8(J Eu 7zr 7얘 78z} T (3.1끼 

{U}T={ u W V}T (3.18) 

a/ar 0 0 

l/r 0 a/(ra()) 

0 a/az 0 
a=1 (3.19) 

a/az a/ar 0 

a/( 애()) 0 (a/ar-l/r) 

0 a/( 애()) a/az 

변뀌 성폴에 대한 푸리에 확장용 하충의 경우와 마환차치호 변위의 푸 

* … 

•• T•-----••------_. • •• ←----←---←-----←----←一←←→



리에 계수와 푸리에 항의 합으로 다융과 갈이 표현된다. 

U훌 앓( cosn(J고;+ S피 η8갚) (3.20a) 

v= 훌(- s뼈8원+ cosn(J파) (3.20b) 

w= 찮( cosn(J강;+ S피 n(J원) (3.2Oc) 

푸리에 갱수 n에 대한 변위 성분율 대칭 모우드만율 고려하면 다옴과 같 

다. 

U ,,= cosn(J u" (3.21a) 

v" = - sin n(J v" (3.21b) 

μ'，，= c∞ n(J w" (3.21c) 

이를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u"=T"u ,, (3.22) 

{ u ,.} == {u" v" w,,} T (3.23) 

{고，，} = {강” 고” 죠" } T (3.24) 

T ,,= dJ따g( cos n(J ., - sin n(J, cos n(J)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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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매개행 유한 요소톨 사용하면 변위의 푸리째 계수는 철첨 변위의 푸 

리에 계수 뼈터 {강j} 와 형상 합수 Nj 로 다융 식과 감이 표혐된다. 

’ 
-d N “

-
-
씨
 

id 
o 
o 
M 

O 
M. 
0 

파
 
0 
0 

… 
… 
… 

--‘
‘
.
서

l

“
，
꺼
 

-u 
-u 
-w 

--” 
-u 

(3.26) 

그러므로， 벌‘팎와 철첨애셔 갱씌된 변휘의 후리에 계수의 관계는 식(3.26) 

융 식(3.2끽에 대입하면 다융과 갈다. 

u .. = T .. N d .. (3.2끼 

식 (3.2끼에 원룡뱅 확;표계에서 3차월S로 청외된 변왜·변형도 관째에 대 

입하여， 변위와 철첨 변위의 푸리에 계수의 판계는 다옴과 감다. 

E= aT .. Nd .. = B .. d .. (3.28) 

여기셔 • B .. 는 변위-변형도 행혈로 j번째 철첨외 변위의 푸리에 계수 d~ 

와 대용하는 행율 나타내면 다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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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cosnlJ 0 0 

0 Nj."cosn lJ 0 

꽃 NjcosnlJ 0 -jiACcosn8 
B ,. =I'" 7 

Nj .• CCl융 nlJ N;.~cosnlJ 0 

0 -li Sinn8 -%, qCOsn8 
r 

-liN>smt8
7 

0 -(파.~+농 κ)s피nlJ 

(3.29) 

이때 푸리에 급수의 직교성올 객용하여 푸리에 청수 n에 대한 축대청 

유한 요소의 강성 행혈과 질량 행멸율 구하면 다음과 같다. 

K ”= j;bIB:EBn w β3뻐) 

M ,= j;bIPNT8씨 dV (3.30b) 

여기셔t 8 ,,= T;T ,. 로 청의한다. 

둥매개형 유한 요소훌. 사용한 경우 이 요소의 강성 행혈과 질량행혈온 다 

옴과 같이 표현된다. 

K ” =A”xflflB:EB” |I| f뼈 

M”=A ,,xflflNTpN |Il r빼 

여기셔t r= I:N yi (yi 는 요소 철캠 좌표성붐) 

( 2 
111 률 Jacobian 행혈의 행휠식이고 A"={ 

- ’뼈 -

(3.31a) 

(3.31b) 

(n=O) 
이다. 

(n추0) 



체3철 측태청 요소확 3차훤 유한요소의 연계 

일반척인 3차원 폼쩨톨 3하윈 요소와 촉대청 요소의 연계에 의하여 풀 

i11 휘해셔는 다음과 칼용 가청융 한다. 첫쩨， 구조를확 이에 인컵한 지반 

에셔외 버션형성 빛 3차원 성질융 고려하기 위하여 근역율 3차원 유한 요 

소로 모멜링 하였윷 때， 이 3화원 유한 요소에셔 갱의되는 변위와 힘， 그 

리고 채료의 성철은 촉대칭율 갖지 않으나. 3차원 유한요소로 모형화하는 

근역과 촉대청 요소 풍으로 모형화하는 원역이 만나는 경계가 기하학척으 

로 연칙촉에 대하여 대칭이 획도륙 근역율 썰청한다. 률째， 구조물로부터 

충붐혀 휠어진 원역의 채료 생철이 윈추 방향으로 균월하고， 변위나 힘융 

원주 방향으로 일반척인 형빼로 청의할 수 었다면 이 영역용 월반척인 하 

중옳 고려한 축대청 유한 요소와 Hypcrelcmc:nt의 랭요소 및 전달검계률 

사용하여 모웰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쩍인 하중융 고려한 촉대청 유한 

요소와 많야r톨:lemnt외 청핵확과경애논 변위， 힘， 용력， 변형도 풍。l 원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으므로 이훌 고려한다. 그러므로 다융과 갈은 가청 

아래. 3차원 유한 요소와 촉대칭 요소훌 연계하여 품제훌 훌 수 있다. 첫 

째， 위의 정계에서 청의된 변위와 힘은 푸리에 확장으로 푸리에 청수 N에 

대해셔 대칭 모우드와 역대청 모우드의 합으로 표현되고， 각각의 푸리에 

청수에 대혜셔 3차원 요소에셔의 변위와 힘은 3차원 촉대청 요소에셔 쟁 

의된 변위와 힘의 빼.plitude로 표현되며， 변위의 빼plitude는 연속이며 하 

충외 amplitude는 명 행율 이룬다. 

위와 같윤 가청아래 그림3.1에 나타낸 바와 갚이 천쩨 앵역율 3차윈 유 

한 요소와 촉대청 유한 요소. Hy야relcment 풍의 촉대청요소로 모형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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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율 때， 축대청 요소에셔 사용한 쭈리에 청추가 N앓때 갱체 영역애서외 

가상얼윤 식(3.32)과 같이 근사화한다 . 

. , 8" rp+ 효 표(，，) T P T.츠8" T p+ 효 고(，，) T P 1 : (3.32) 
i듀∞ ”를구~N 

여기셔 8". ψ - 칙각좌표계(x.y.z)에셔 청의된 영역 .01 에서의 가상변위 

와하충 

8". ψ ; 원통행확표계(r.8，2 )에셔 청외흰 명역 .02 애셔외 가상 

변뀌와 하충외 가상변위와 하충의 쭈리얘 계수 

M. L- 명역 .01 • .02 에셔외 요소의 깨수 

N- 사용된 푸리애 청수이다. 

휘 식에셔 3차원 요소훌 사용하여 모형화한 영역(.o1 )파 촉대청 요소톨 

사용하여 모형화한 명역(.02 )융 내후(i)와 외부(히 빛 두 앵역의 첩측면φ) 

(즉. 3차원 유한 요소와 촉대칭 요소의 첩혹면)으로 각각의 자유도툴 분활 

하여 나타내면 다융과 같다. 

*T=[ ui T ιb T] (3.33) 

고T =[ 고b T 강• T] (3.34) 

앵역(.02 )의 정계(b)에셔 청외된 변위장온-푸리에 급수의 확장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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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변휘외 푸리혜‘채수 교로 다융파 갚α1 표현흰다. 

U
c
= 훌∞ φ (n)같 ( n) (3.35) 

여기서 Uc={Uc Vc wJf , 고 (n) = {고(찌 고(에 강(섹 T 

φ (n) = di씩g( cos:nO. - sin nO , cos nO) ( n> 0 ，대청모우드) 

(3.36a) 

cp(찌 ~.d.생0 ， 1 ，1) ( n= O> 

(3.36비 

φ (찌 =di빼(sinnO. cosnO , sinnO) (n<O , 역대 청 모우드) 

(3.36c) 

위식에셔 U，V，W，는 각각 원룡행 확표계에서 방사방향， 캡션방향， 연칙방향 

의 범위 빛 변위의 푸리에 계수톨 의미한다. 푸리에 청수 nol 양수인 정 

우는 대청모우드를， 푸리에 청수 n이 옴수언 청우에는 역대청모우드롤 각 

각 의미하며， n=O 일때의 변뀌의 쭈리에 계수는 때창모우드롤 의미하는 

U(O). W(O) 과 역대청모우드률 의미하는 V(O)흐로 이쭈어져 었다. 그러므 

로 변위외 쭈리에 채수는 역쭈리에 변환 판계애 의하여 식(3.3끼과 활이 

구할수 었다. 

교 (찌 = 높(1-훌 S찌) fo2lr cp {찌 U c 뼈 (3.3꺼 

여기셔， 8찌 =0 (n추0) ， 8때 =1 (n=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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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01 )의 청계φ)애셔 청외됨 칙z}-확표째의 별위장올 식(3.35)의 원 

통형좌표계의 변위장으로 다음과 갈이 변환된다. 

U c = TU Jr 

cos 0 sin 0 0 

여기셔， 좌표변환행렬 T= 1- sinO c여 o 0 I 이다 

001 

(3.38) 

위의 판계식율 식(3.3끼에 대입하면 경계φ)에서의 칙각좌표계에서 청의한 

변위 Ub (영역 .od와 원룡뱅좌표계에서 청의한 변위의 푸리에 계수 

강센 의 역푸리에 변환판계훌 식(3.39)과 같이 구한다. 

교낀 =농(1-훌 8MJ) J;lf ø<깨 Uc뼈 

= 울(1-훌 싫) fo2lf 

ø (찌 Tu JrdO (3.39) 

영역 .01 의 연속척언 변위장 U Jr 는 청계(b)애셔 갱의된 이산화된 철첨변 

위 Ub 로 다융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Jr= Nbιb (3.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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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Nb 는 경계면(b)톨 따라셔 갱외월 행상합수이다. 식(3.40)융 식 

(3.39)에 대입하여 경계에셔 청의된 쩔검변위 Ub 와 변위의 푸리에 계수 

교낀 와의 역쭈리에 판계는 다융과 같이 구활 수 있다. 

고센 = .1. (1-초 8011' (2lr. (.) TN "u "dfJ 
‘ π \ ~ ._, ‘10 W. W 

=울(1-훌 8Ml)헐 (fs ø<찌 TNι찍 " b, (3.41) 

=ø찌s (.) U b 

여기셔 #때=물(1-융싫) 이다 

그러므로 영역 JJ2 에셔 청의됨 변위의 후리에 계수는 다옴과 같이 나타 

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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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앞에셔 언급한 바와 활01 3차원 유한 요소로 모밸랭한 영역 JJ1 과 촉대 

칭 요소로 모탤랭한 명역 JJ2 에서 강성 행멸과 질량 행혈율 구하여 다융 

과 같이 각 영역의 동척 강성행렬올 청외한다. 

1} 3~뭘 유환훌소로 모형화환 영역(.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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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ω)==- ω2 J(D. +(1 +2회K~ 

2) 촉대청 유한요소 포는 Hyperelement 로 모형화한 영역(D2 ) : 

R{찌(ω)=-ω2 MD2 +(1 +2~z)KD2 또는 

R (，，)(ω)-Hπ었element의 풍객 강생 행멸 

여기셔 ω 톨 각진풍수t ~ .. 률생 감죄바이다. 

이때 동척 명형올 이쭈는 가상얼온 다옵식과 같다. 

8u TGz‘ + 효N&같 "T R (，，)고 (,,) = 8u (,,) T p(ω)+ 효 하 (깨 T 국 
,, ;;;=N 

(3.43) 

식β.33)파 식(3.34)융 위식에 대입하여 청리하면 다음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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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u ; T 8u b T J 찮)+옳 [휩T 활) T 1 [헐) (3.44) 

식(3.42)외 역푸리에 변환관계훌 도입하여 식(3.44)율 청리하면 다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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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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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Ø빼:<.) T : ][ 혈(~ : I (웰) 1 

위식융 임외의 가상변위 8u j. 8Ub. ð강낀 (j = -N •...• N) 에 대혜셔 갱 

리하면 다용과 활이 식(3.46)융 구한다. 

G ii G뻐 Uj 

Gbi G빼+I:1감’:) ••• 효앙 . Ub 

[8uT 8uf ... ð같션 T ••• ] ---

i흩장 R앙 -ω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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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i 

Pb+ :E싫S (11)' 집!.') 

= [8uT 8uf .•• 싹샌 T …] 
-:;: (,) '. 

(3.46) 

위식은 임의의 가상 변위 8u.8ι 에 대해서 향상 만족하여야 하므로 

다융과 같이 전체 지반-구초률 시스댐의 동척 평형 방청식옳 얻는다. 

1 r ‘ l Gbi G뻐 +:ER섣) … R성 … Ub 

. . . 
R장 R앙 

. . 

여기셔 호뻐=ø~s(찌 T Rbb S(찌 

호，.=여MlS(매 T R /M 

~(매 
R빼=ø 때 Reb S 

. 

강 (11) = ø때 s(찌 로 쟁의한다. 

. . 
11 u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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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4컬 r 캉체기초의 3차훨 홍쩍 캉성 행렬 

이철에셔는 앞철에 기슐한 바와 같이 3차원 유한요소와 촉대칭 유한요 

소 빛 촉대칭 H꽤erelement 풍의 촉대청 요소와의 연계에 의하여 캉체기 

초의 풍척강성행렬율 계산하였다. 3치원 유한요소와 Hyperelement의 연계 

법의 검충율 위하여 원형강체기초의 풍객강성행렬융 계산하고， 이 후에는 

구형강체기초의 동객강성행렬율 계산하였다. 

1. 원형강체기초의 풍척강성행혈 

치표에셔 노두암까지의 깊이와 윈형캉쩨기초의 반청의 비 때R-2， 지반 

의 포아송버=1/3， 내후감쇠비=0.05인 경우에 대하여 천체 명역율 촉대칭 

요소만율 사용하여 모형화한 청우와 3차원 유한요소 빛 촉대청 요소훌 

사용하여 모형화한 경우에 대해셔 풍쩍강성행렬율 계산하였다. 그림 3.3-

그림3.6은 원형강체기초의 풍쩍강성행멸융 청객강성계수로 청규화한 동척 

강생계수훌 나타내었다. 윈형강체기초의 청우， 푸리에청수 N-l까지를 사 

용한 계산한 동척강성계수와 촉대청 요소만옳 사용하여 구한 풍척강성계 

수(Tassolas， 1981)는 일치하고 푸리에청수 N이 2이상인 경우의 동쩍강성 

행렬은 전체 풍객강성행혈에 기여하는 바가 무시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2. 구형강체기초의 폼쩍강성행혈 

그렴 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표에셔 노두암까지의 깊이와 구형 강쩨 

-~-

•• ←←-←←「←←←←←←→←←→(←←→



기초의 폭의 비 파 .. -2, 지반의 포아송비-1β， 내후감최비얘.05인 경우에 

대하여 청사각형기초의 동쩍강성계수는 그립 3.8-그림 3.11에 나타난 바와 

갈이 푸리에청수 N이 작용 청우에도 만촉할 만한 결과톨 나타내었으며， 

1..IB-2인 직사각형 강체기초의 동쩍강성계수는 그림 3.12-그림3.1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푸리에갱수 N이 3이상이면 대체객으로 수렴하는 양상율 보 

인다. 구형강체기초의 동척강성행렬융 청척강성계수로 나누어 청규화한 

동척강성계수훌 기초의 면척이 갈윤 퉁가의 원형강체기초의 풍쩍강성계수 

와 비교하면 x，y，z방향의 병진운동성분온 퉁가원형강체기초의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율 보이며， x촉파 y촉에 관한 회견성붐과 z축어l 관한 비톰성 

붐온 기초의 단연모맨트 및 극판성 2차모멘트 값이 칼온 퉁가의 원형캉체 

기초에서 구한 값이 구형강체기초의 값보다 대체쩍으로 작융율 보인다. 

표 3.1과 표 3.2에는 구형강체기초와 퉁가의 원형강체기초의 정적강생계수 

률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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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갱사각형 강체기초의 청쩍강성계수 (H/B톨2， 11= 1/3 , P=0.05) 

-Gy-B;O 

~ 
GB 

짧"v。 

Ev슐O 

~ 
GB 

~ 
GB 

~ 
GB 

EY훨O 

걷Y혈O 

걷y활O 

N - 1 N-3 N-5 

8.0148 8.0167 8.0196 

13.3227 13.3227 13.3490 

8.0698 8.0774 8.0960 

10.7123 10.7123 10.7398 

표 3.2 직사각형 강체기초의 청객강성계수 

때B-2， L{B톨2， 11= 1/3 , p= 0.05) 

N - 1 N-3 N-5 

11.6323 11.9865 11.9887 

12.9679 13.1692 13.1700 

22.8860 23.2377 23.2486 

13.9699 14.2073 14.2572 

4 1.9494 42.3116 42.3302 

33.8489 35.3830 3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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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가윈형기초 

7.6303 

12.7404 

7.3380 

9.1187 

퉁가원형기초 

11.6889 

11.6889 

2 1.9156 

12.5763 

38.6598 

3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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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충상지반의 모렐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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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undation of Arbitrary Geometry 

Axi양mmetric / 3D Finite element 

그립 3.2 수명충상지반 위에 놓인 강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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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9 청사각형 강체기초의 수찍방향 풍쩍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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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0 청사각형 강체기초의 수명축 회견 폼쩍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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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청사각형 캉체기초의 비홈 동쩍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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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15 찍사각형 강쩨기초의 X혹 희천외 홈쩍강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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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구형캉체기초와 풍가의 원명강쩨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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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Hua1ien 대 형 내 진 

시험구조물의 지진 웅답 해석 

제 1절 자유장 해석 

H뼈lien 대형내진 시험구초률의 지진용답해석융 위해 사용한 룡쩨운동 

은 95년 5월 1얼에 발생한 지진기륙이다. 계측된 결과에 의하면 이 지친 

의 최대가속도는 계측챔 A15에셔 수찍방향의 최대 가촉도는 L방향과 T방 

향에 대혜셔 각각 135, 71 gal 이고 수직방향의 최대 가속도는 117 gal휠 

비교척 를 지진임율 알수 있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는 지반에셔의 천단변 

형도에 따롤 천단강성과 감쇠비의 변화톨 고려해셔， 자유장 해석 및 지진 

용답혜석융 수행한다 .. Hyperclement에 의한 해석법용 친풍수 명역에셔 수 

행되므로， 지반의 버션형 거동의 륙성을 고려하기 뀌하여 천단계에셔 도 

달한 천단변형도의 수출에 따라 천탄탄성체수와 내후감쇠비훌 초청하는 

반북척인 션명해석에 근거하여 1차 버션행 해석율 수행한다. 

지반에셔의 유효천단변형도는 진동수 영역에서 구한 지반의 변위훌 시 

간 명역으로 역 푸리에 변환율 하여 각 지충얘셔의 전단변형도의 최대값 

의 약 65%로 철청하였다. 이 유효천단변명도로부터 S뼈， Idriss가 제안한 

천단변형도에 따혼 천단강성 빛 내후감죄비톨 초청하였다.(Seed & Id더SS， 

1970, Fig.7, Fig.15) 

그림 4.1부터 그렴 4.4는 계혹첨 A15와 A25에서의 실혹된 지진운동의 

가속도 시간이력파 이로후터 단자유도외 용랍스빽트럽융 계산하여 나타내 

었다. 1994년 I월 20얼에 발생한 지진기혹의 용답스펙트럼과 비.ii!.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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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고추파수행폴。1 DIJ휴 롤 찌훤업을 알 추 있다. 

그혐 '4..5와 그휩 4.6용 자휴장 빼석시 홈째 운홈으로 사용한 A15. A2S 

빼써외 지반훈홈에 대한 지반외 각 뀌쳐(계혹챔 011. 012, D13, 014" 와 

빼혹챔 D2ð. D26. D27. D2빼빼셔 체산한 치반훈홈외 버를 지반외 버션명 

생율 고혀하기 위하여 반확채산환 횟수에 대빼셔 도시하였다. 그렴 4.6 로 

부터 3회 혹온 4회의 반북객인 션행해석율 수행하면 유효천단변형도에 따 

롤 천단탄생계수 빛 내후감죄버가 수렴함올 간첩쩍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4.7애셔 그림 4.22는 각 지첨얘셔의 가좁도 시간에핵 및 용답소 

핵트렵율 계촉흰 강과 비쿄하여 나타내었다. 

3화년도애 수행환 1994년 1월 20일에 발쟁한 지진애 때한 자유장 해석 

컬과빼셔는 관혹됨 가혹도 시간이혁획 용답스팩토렴과 채산한 가속도 시 

간이혁외 용랍스팩토럽은 남북방향의 경우 거의 일치하는폐 반하여. 1995 

년 S월 1월 지진의 경우애는 자유장 해쩍의 철과가 판혹치와 남북방향/ 및 

풍셔방향얘 대혜셔 다롤 형태톨 보인다. 

제2절 지진용답해석 

지진용랍해석은 자유창빼석훌 수행한 후 지반의 천단강생파 캄쇠비톨 

초청하여 수행하였다 지반-구초률 상호작용 뼈석서 고혀하여야 할 버션 

행 거흥은 앞철에셔 언급한 지진에 의한 자유창에서의 지반의 I차 비션형 

이외에 치반-구조몰 상호작용의 철과호셔 구초률의 용랍에 의한 2차 비션 

행 거풍이 었다. 이러한 비션행 거홈 충 애측훨 수 있는 하냐는 얘립된 

구초률의 벽체와 지반의 붐리여다. ASCE S뼈ndard어l 외하며， 빼렵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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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지반의 볼리는 구죠률외 벅빼와 지반이 챔하고 있는 부분의 지반획 

캉생훌 작게 하거나 혹용 구조를과 져반의 볼리톨 대략척으로 7}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바션형거동융 고려하기 위하여 구초률빽 

벽체와 치반이 완천 i휴착되었다고 가청한 모웰(UMCB. MMCB)파 구조물 

의 벽체와 지반외 i휴붐폴리톨 가갱한 모멜αJMPS. MMPS)에 대혜셔 지진 

용랍혜석융 수행하였다. 

지진용답혜석시 사용한 룡쩨훈풍을 쩨혹챔 AlS에셔의 남북방향 가촉 

도 시간이력이다. 구초률에셔 채혹훨 지진에 대한 가속도 시간이혁은 그 

림 4.23에 보이었다. 이 가속도 시간이혁에 대한 단자유도의 용답스팩트협 

용 그림 4.24에 나타내었다. 채측된 가축도 시간이혁의 용답스팩트럽외 최 

대치는 대략 4-SHz로.나타녔으며， 지진용답뼈석의 용답스팩트럽의 최대끼 

는 6-πk로 계산되었다. 그림 4.25 - 그림 4.28에 해씩모멜별로 용답스펙 

트렴융 보이었고， 그렴 4.29 - 그렴 4.32에는 구조물의 각 위치벌로 풍얼 

지반모형과 수청지반모형의 용답스팩트렴과 계흑철과의 용답스펙트렴올 

비쿄하여 보이었다. 그립 4.33과 그림 4.34는 롱일지반모형과 수청지반모 

행에 대한 지진해석시 룡쩨풀폼에 대한 천달합수톨 보이고 있으며， 구조 

물에셔의 가속도 시간이력의 철과는 그림 4.35와 그림 4.36에 보이었다. 

용답스펙트럼융 계산한 결과와 계측결과훌 비쿄하여 보면 구조물의 기 

초후폴(wuκ BANl‘)애셔는 저진용수 부근에셔 비슷한 경향율 보이고‘ 

구초롤외 상환부폴(RFNL， WHNL)에서는 계산결과의 최대앓이 계촉철파의 

최대강과 상당한 화。l톨 보이고 있.2.며， 계산결과의 공진주파수 역시 쩨 

혹치의 종진주파수보다 크게 산청되었다. 이는 지진시 구초블에셔의 벼션 

형성에 의한 구초물의 강생 및 캄죄외 타당한 평가 및 구조물과 뒤채융 

지반의 컵축변에셔외 버션명거풍의 륙합쩍인 평가가 뭘요로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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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14 Array D14어|셔 T방향의 자유창훈동외 버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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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혈 4.15 Array D2S에셔 L방향외 자유장울톰와 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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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16 Amy D26에셔 L방향의 자유장훈룡의 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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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4.17 A.rray D낀애셔 L방향왜 자유장훌훌의 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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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18 Array D28애셔 L방향의 짜유창훈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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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20 Array D26에서 T방향의 자유장운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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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4.21 Array D27예셔 T방향외 자유장울톰외 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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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22 Array D28에셔 T방향의 자유창훈풍의 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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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구초물의 각 위치에서 판촉된 카혹도 시간여력외 용답스팩트럽 

(5% 감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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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4.26 구초률의 각 위쳐애셔의 가혹도 시간이핵외 용답소펙트렴 

(모밸 UMFNPS, 5$ 감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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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구조률의 ZJ- 위치에셔의 가속도 시간이력의 용답스팩트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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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28 구조률의 ZJ- 위치에서의 가속도 시간이혁외 용답스팩트렴 

(모댈 MMFNPS. S% 감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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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렴 4.29 쌍i휴(Rf)빼셔의 가촉도 시간야혁의 용합쇼헥훌훌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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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훨 4.30 뼈혜장lHWH>얘셔외 가속도 시간이력획 용랍스빽토럽의 버교 

(5% 감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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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31 벼뼈확부(WL)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확 용합스팩트령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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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32 기효떠A)얘서의 가혹도 시간이력와 용답스팩트혐의 바]l， 

(5%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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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혐 4.35 빼산흰 71-촉도 시 깐이혁 (모뭘 UMFN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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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5췄 결 혼촌 

불‘연구애셔늠 h한뼈relem.cu빠에 의환 촉대청 구초훌얘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채외 해쩍율 수행하는 천싼표로그랩훌 개발하였다. 재벌될 천산 

프로그램율 사용하여 "Hu뻐하1부지의 자유장혜석 및 지진용답해씌융 수행 

하였다. 

아울러 3차원 hy납id 지반·구초률 상호작용 해석에 객용하기 위하여 3차 

원 유환요소와 혹대청 hyperelem했와왜 연계에 의한 혜석방법울 갱리하였 

고， 이해 대한 전산프로그햄융 개발하였다. 개발된 청산프로그램옳 사용하 

여 3차원 유한요소와 혹대칭 hypcrelement외 연계방법에 외하여 강?혜 표면 

기초에 대한 동척강성행렬융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로부터 3차원 유한요소 

와 촉때청 hyperelement의 연계에 외한 해석법융 검중하였다. 

그러므로 기초훌 포함하는 구초률주변의 버균월성과 기하형상의 비균질 

생율 포함하여 모웰링한 3확원 유환요소와 촉대청 h)1빼element외 연계에 

의한 해석방법온 재료의 비균질성율 포함하여 임의의 형상율1 갖는 표면기 

초나 강채 혹벽율 갖는 몰힌 기초외 풍쩍강생행렬융 계산하는데 있어 효 

과척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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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Lotun멜I뼈Uen LSST의 자효본씩 빛 창여로 실충시험폼색 및 활용풍의 청혐흩 

쌓고 SSI 효과의 명가기술을 청립하며 효율척인 지얻F구조물 상호작용 해석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이 목척이다. 본 연구빼서는 현째 수행충인 H1뼈ien LSST외 강채천동 

및 지진해색을 위하여 bypeκ:lement률 이용한 지반구조물 상호확용 판현 전산해석 

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렘을 이용하여 HuaUen LSST의 강쩨천동 및 
지진용맙 시험에 대한 혜측혜석 및 예측후해석올 수행하였다. 따라셔， 본 보고셔는 

byperelement외 이혼척 빼청애 대한 청리와 byperelement-롤 이용하여 개발한 프로그 

랩으로 수행한 H뼈lien LSST의 지진용랍 시험애 대한 예측혜석 빛 혜측후해석 철과 

률 위주로구생되었다. 

또한， 이후의 3차원 bybrid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판련 전산해석 프로그햄 개발 
율 위하여 일반쩍언 3차원 유한요소 빛 얼반척 하풍을 받는 촉대챙 유‘환요소와 

byperelement와의 연계방법훌 쩨사확였고， 이의 캠충을 위하여 윈형강체기초 및 구 

행강채기초의 동쩍강생행혈을 계산하였다. 

Hyperelement롤 이용한 -프로그햄온 비균철생용 빼우 간면하재 고려활 수 었고， 

수명방향으로는 해석혜롤 사용하기 때운애 짧용 시간내애 뼈석훌 수행할 수 었으므 

로 효율척이고 실용척인 방법이라고 활 추 었다. 

주쩨명 키위드 :H뻐lietμ 쳐진시험， 대형내진모밸시협， 저반-구죠물 상효착용， 

예측해척， 예측후 해석.H까let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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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Itimate goals of this re똥arch are to cuItivate 뻐e ca'뼈빼lity of accurate 。

SSI an허ysis 없ld to develop tbe effective soil-stru때lt'e intemction 빼alysis metbod and 

싸omput하 ￠맹~ by COJ빼ring 빼빼뼈s results 0뼈ined in Lotul때Hualien LSST 

야t뼈. 

m 뻐isre똥빼tclμ computer a뼈l뼈s π빵훨m u혀ng byperelement was devel，때혀 m 
빼yze tbe forced 찌뼈ont없 빼 se빼ictestof 빠 on-going H1뻐lien LSST 때ect 

Pπdiction 8I찌ly벌S 빼d post-pre퍼ction a빼lysis fcπ H뻐l끓n LSST fcπc벼 vibtation and 

se파nic re행0DSe were execl뼈 by devel야led prog빼m. 

Thus 뼈s report is mainly c‘::nnpαred of two parts. One is tbe sunun없y of theore따al 

lbac벌round ,. of hyperelement and the other is pr혀iction 뼈al'염is and π>st-prediction 

빼alysis results for Hualien LSST foπed vibtation and seismic response tests executed 

by develo뼈 ￠빵am. 

• A1so, a 001빼ng meth，때 of hyperelement and geneta피zed tbre응이mensiOl필1 fi피te 

eleI없ot or generaI a화양mmetric fi퍼.te element 뼈S πesent벼 f야 tbe furtber 

devel야πnent of 때nputeτ 빼빼y파s πogmm 1하ated to 뻐-ee dimensional hybinl 

g이l짧ucture 빼tetaction and for tbe v벼찮뼈0Dt 빠 빼빼mic sti댄굉훌S of rigid ciπ띠ar 

I，frecta맹띠ar foundation are cak띠ated. 

It is confirmed 뼈t π01빼m using hyperelement is e채cient and pmcti때1 beca파e it 

C뻐 consider no양bomogeniety easily and execute the analy허s in sbort time by 뼈ng 

빼퍼y히C 앓luj훨m in horizontal 찌rection. 

Subject Keyw뼈s: H뼈li야， SSI, 나rge Scale Scismic TI없，Pr혀iction 뻐d 

Post-Pr혀iction A뾰l빼， FVT, Sei뾰ic Res빼se， Hyperelemen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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