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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유 지진응답 특성 정량화를 통한 국내 부지 분류 기준의 추가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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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 지반운동의 증폭 유발 요인인 부지 효과는 지역적 및 국부적 부지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
구하고, 현행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의 부지 분류와 그에 따른 부지 증폭계수는 미국 서부 지역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러
한 내진 기준의 경우, 단주기와 중장주기에 관한 두 종류의 부지 증폭계수들을 30 m 심도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라는 기
준에 따라 A 부터 E 까지의 다섯 종류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지 조건을 반영한 부지 분류 체계를 제시할 목
적으로, 경주, 홍성, 해미, 사천의 네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부지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지표면부터 기반
암까지의 전단파속도 깊이분포를 결정하고 실내에서는 지반의 비선형적 물성을 획득하였다. 국내 토사층은 미국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고 강성이 크게 파악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의 부지 주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좁은 범위에 분포하였다.
현장과 실내에서 구한 지반 특성을 이용하여 등가선형 및 비선형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부지고유 지진응답 해석을 총 75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현행 국내 기준에 정의된 부지 증폭계수는 지반운동을 단주기에서는 과소
평가하고 중장주기에서는 과대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와 미국 서부간의 기반암 심도를 포함한 국부
적 지반 특성들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해석 결과와 한반도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표 기준인
부지 주기와 추가 기준으로서의 30 m 보다 얕은 심도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지역적 부지 특성을
고려한 지반운동과 설계 스펙트럼을 신뢰성 높게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주요어: 부지 분류, 부지 증폭계수, 부지 효과, 전단파속도, 부지 주기, 지진 응답, 기반암 심도
Abstract: The site categorization and corresponding site amplification factors in the current Korean seismic design

guideline are based on provisions for the western United States (US), although the site effects resulting in the
amplification of earthquake ground motions are directly dependent on the regional and local site characteristic conditions.
In these seismic codes, two amplification factors called site coefficients, Fa and Fv , for the short-period band and midperiod band, respectively, are listed according to a criterion, mean shear wave velocity (VS) to a depth of 30 m, into
five classes composed of A to E. To suggest a site classification system reflecting Korean site conditions, in this study,
systematic site characterization was carried out at four regional areas, Gyeongju, Hongsung, Haemi and Sacheon, to obtain
the VS profiles from surface to bedrock in field and the non-linear soil properties in laboratory. The soil deposits in Korea,
which were shallower and stiffer than those in the western US, were examined, and thus the site period in Korea was
distributed in the low and narrow band comparing with those in western US. Based on the geotechnical characteristic
properties obtained in the field and laboratory, various site-specific seismic response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otal
75 sites by adopting both equivalent-linear and non-linear method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ite coefficients
specified in the current Korean provision underestimate the ground motion in the short-period range and overestimate in
the mid-period range. These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the local site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depth to bedrock between Korea and western U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nd the prior research results
for the Korean peninsula, new site classification system was developed by introducing the site period as representative
criterion and the mean VS to a depth of shallower than 30 m as additional criterion, to reliably determine the ground
motions and the corresponding design spectra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ite characteris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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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요 시설 구조물 뿐만 아니라 주거 구조물에 대해서도 적
용되고 있는 내진 설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 지반운동(earthquake ground motion)
의 결정이다. 지진 지반운동은 구조물의 내진성능 수준에 따라
지역별 지진 재해 정도로 구분된 기준 지진운동을 토대로 결
정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1997; BSSC, 2000). 보통암 노두 조
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 지진운동은 해당 부지의 지반 조
건에 따른 증폭 정도 별로 구분되고, 비로소 부지의 지진 지반
운동의 결정이 이루어 진다(Dobry ., 2000; Sun .,
2005). 즉, 기반암(bedrock)에 도달한 지진동은 그 상부의 토사
층을 통과하면서 부지별 고유의 지질 조건 및 지반 동적 특성
과 관련된 부지 효과(site effects)에 따라 특정 주기 부근에서
증폭(amplification) 또는 감폭(deamplification)되어 지표면에
서의 지진 지반운동으로 표출된다. 부지의 동적 특성은 전단파
속도(shear wave velocity, )로 대표될 수 있으며,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을 포함한 내진설계 기준들(ICBO, 1997; 건설교
통부, 1997; BSSC, 2000; Sun ., 2005; ICC, 2006)에서는
부지 특성 조건의 구분 지표로 지표면부터 지하 30 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 30)를 제시하고 있다. 부지 효과를 정량화
한 부지 증폭계수(site coefficients 또는 site amplification
factors)는 30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부지 분류 체계(site
classification system)로부터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진설계 기준의 부지 분류
방법은 미국 서부(western U.S.) 지역의 설계 기법을 전적으로
준용하여 작성된 것이다(건설교통부, 1997; Sun, 2004; Sun
., 2005). 즉, 1997년 내진설계 기준의 제정 당시 필수적 사
전 검토 과정인 지반 조건에 따른 증폭 특성의 정량적 평가 없
이 국가적 내진대책의 조속한 체계화를 위해 지역적 지진 발
생 및 부지 지반 특성이 상이한 해외 강진 지역 중의 하나인
미국 서부의 부지 지반 조건별 증폭계수를 준용하게 되었다
(선창국 등, 2005b). 미국 서부 지역의 내진설계 규정은 실제
지진 피해 사례의 계측 기록과 추가적 수치 해석을 복합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되었지만(Dobry ., 1999; Sun,
2004), 근본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내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국내 내진설계 과정에서는 부지 효과의 정량적 적용을 통
한 설계 지반운동이 상황에 따라서는 과대 또는 과소하게 결
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가능성을 최근 국내 부지 대상의
여러 연구들(Sun ., 2005; 선창국 등, 2005a; 선창국 등,
2005b; Kim and Yoon, 2006; 김동수 등, 2008; 선창국 등,
2008b; 강호덕 등, 2010)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고유의 상황에 적합하게 내진설계 지반운동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반 특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부지 분류 체계의 합리화
가 필요하다(선창국 등, 2005b; 김동수 등, 2008).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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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설계 지반운동의 합리화 및 체계화의 일환으로 역사
문헌들 및 근대 지진 발생 사례들을 근거로 네 지역을 선정하
여 종합적인 지반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나타난 지질 및
지반 특성을 현행 지반 분류 체계의 근간인 미국 서부 지역 특
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지진 계측 기록이 부족한 국내
의 대상 지역내 각 부지에 대한 응답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의
종합 분석을 통해 국내 고유의 부지 증폭계수를 산정하였다.
대상 지역들 중 일부 지역들은 이미 선행 연구들(Sun .,
2005; 선창국 등, 2005b)에서 분석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당시 연구 결과의 보완 개선을 목적으로 다각적 최신 문헌
고찰 적용을 포함한 추가적 해석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합적
측면의 기존 연구 고찰과 추가적 연구 수행을 통하여, 본 연구
에서는 조사된 지반 특성과 산정된 부지 증폭계수를 토대로
추가적 분류 기준을 고려한 현행 국내 부지 분류 체계의 개선
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et al

부지 효과의 정량적 구분을 위한 부지 분류 체계
지진시 경험하는 지표면 부근 지진동의 크기 및 형태는 진
원이나 진앙으로부터 동일 거리의 부지들 일지라도 해당 부지
기반암까지의 전파 경로뿐만 아니라 부지 효과와 관련된 기반
암부터 지표면까지 구성 토사의 전단파속도 분포 같은 동역학
적 특성에 따른 응답 거동 차이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
한 지진 시 각 부지의 응답 특성은 지반의 지질 및 동적 특성
에 따라 발생 지진의 재현 주기별로 정량화된 단주기(shortperiod)와 중장주기(mid-period 또는 long-period)의 지진 계수
(seismic coefficient)인 와 의 형태로 내진 설계 기준에 반
영되어 있다(Borcherdt, 1994; 건설교통부, 1997). 지진 계수를
토대로 발생 지진과 부지 특성에 따라 설계 지반운동의 구조
물 주기에 따른 응답 형상인 표준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Fig. 1
에 따라 작성하여 실제 내진설계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지진 계수인 및 는 식 (1) 및 식 (2)와 같이, 대상 지역
의 지진학적 고찰을 토대로 도출된 지역(지진구역)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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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sign response spectrum using seismic coefficients, Ca and Cv, in Korea.
Fig. 1.

지역고유 지진응답 특성 정량화를 통한 국내 부지 분류 기준의 추가 반영 제안
(seismic zone factor, Z)와 단주기(0.1 ~ 0.5초) 및 중장주기
(0.4 ~ 2.0초)의 부지 증폭계수인 a 및 v의 곱의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ICBO, 1997; 건설교통부, 1997; 선창국 등,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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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에 대해 결정하거나, 행정 구역별로 500년 재현주기의 지
진을 기준으로 권역화 되어 있는 지역 계수와 위험도 계수
(hazard factor, I)를 곱하여 발생 가능 지진별 보통암 노두 지
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지역 계수는 지반(부지) 분류 B(보
통암)에 대한 지진 계수를 의미하게 되므로, 해당 부지의 지질
및 지반 특성에 따라 정량화된 5 종류(A ~ E 또는 SA ~ SE)의
지반 분류를 적용하여 해당 부지의 지진 계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선창국 등, 2005b). 또한, 지반 특성이 지진공학
적으로 매우 불리할 경우 추가적인 부지 특성 평가가 요구되
는 F(또는 SF)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진 증폭 크기에
따른 국내 부지 지반 분류(건설교통부, 1997)는 1989년 Loma
Prieta 지진 기록의 고찰을 토대로 Borcherdt (1994)가 제안한
지표면부터 지하 30 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 30 또는 )
별 지반 분류 방안을 토대로 제정한 BSSC (1997)의 NEHRP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규정과
ICBO (1997)의 UBC (Uniform Building Code)를 직접 준용한
것이다. 또한, 이 부지 분류 방법은 역시 미국 서부 지역 발생
의 1984년 Northridge 지진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Borcherdt, 2002). 30은 식 (5)와 같이 산정할 수 있고,
Table 1은 500년 재현주기의 발생 가능 지진에 대해 권역화된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과 II (Z=0.07)를 대상으로 현행
부지 분류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30 계산을 위한
식 (5)에서 와 는 각각 지하 30 m까지의 번째 지층의 두
께와 평균 전단파속도( )를 나타내며, 이 경우 의 총합은
30 m가 된다.

F

(1)
(2)

부지 증폭계수는 기반암이 노출된 지표면(기반암 노두)과 기
반암이 노출되지 않고 토사로 덮인 지표면의 상대적인 지반운
동 크기 비율이며, 지반운동의 구조물 주기( )별 응답 스펙트
럼(response spectrum, RS)이나 퓨리에 스펙트럼(Fourier
spectrum, FS)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Dobry
., 2000;
Sun
., 2005). 식 (3)과 식 (4)는 각각 응답 스펙트럼 기반
의 단주기와 중장주기 증폭계수의 계산식으로서, 표현된 계산
식에서 적분 대상을 통칭하여 기반암 노두에 대한 지표면의
응답 스펙트럼 비(ratio of response spectra, RRS)라고 하며,
응답 스펙트럼(RS) 대신 퓨리에 스펙트럼이 적용될 경우 퓨리
에 스펙트럼 비(ratio of Fourier spectra, RFS)로 표현할 수도
있다(Dobry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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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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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지반 분류 기준은 Table 1에 소개된 30 외에도
심도 30 m까지의 표준관입 시험 자료로서의 평균 값 및 여
러 지반공학적 현장 또는 실내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비
배수 전단강도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활용성은 매우 제한적이
다. 본래 30은 지하 100 ft (30.48 m)까지의 평균 를 의미
하며, Borcherdt (1994)가 1989년 Loma Prieta 지진 관측 기록
과 그 부지들의 지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반암까지
VS

Rsoil Rrock

N

et al

Table 1.

Vs

VS

여기서, 과 은 각각 진원부터 지표면과 기반암 노두까
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식 (3) 및 식 (4)에
근거한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증폭계수를 산정하였다. 이
과정 중 실제 지진 관측 자료가 아닌 해석 결과로부터의 스펙
트럼을 이용할 경우 진원으로부터 대상 부지는 매우 멀리 이
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 의 값은 1(unit)로 가정하여
증폭계수를 산정하게 된다(Sun ., 2005).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그리고 2400년의 6단계 지진 재현주기별로 보통암 지
반(부지 분류 B)에 대한 재해도가 작성되어 있다(건설교통부,
1997; Sun, 2004). 따라서 발생 가능 지진별 보통암 지반의 지
역 계수는 고려 대상 지진의 재해도를 토대로 직접 암반 노두
R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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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VS

Current site classification system for seismic design in Korea.

Zone factor: Z = 0.07
Zone factor: Z = 0.11
‡
†
‡
C
Fa
Cv
Fa
Cv
Fv
a
A (SA)
Hard Rock
1,500 < VS30
0.09
0.82
0.09
0.82
0.05
0.71
0.05
B (SB)
Rock
0.11
1.00
0.11
1.00
0.07
1.00
0.07
760 < VS30 ≤ 1,500
C (S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 760
0.13
1.18
0.18
1.64
0.08
1.14
0.11
D (SD)
Stiff Soil
0.16
1.45
0.23
2.09
0.11
1.57
0.16
180 < VS30 ≤ 360
Soft Soil
E (SE)
0.22
2.00
0.37
3.36
0.17
2.43
0.23
VS30 ≤ 180
F (SF)
Requires site-specific evaluation
†Ca and Cv represent seismic coefficients (= (site coefficients) × (zone factor)) for short-period and mid-period, respectively.
‡Fa and Fv represent site coefficients (= (seismic coefficients) / (zone factor)) for short-period and mid-period, respectively.
Site Class

Generic Description

Criterion: Mean VS to the
top 30 m, VS30 (m/s)

Ca†

Fv
0.71
1.00
1.57
2.29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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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자료가 빈약한 상황의 이용 가능한 경험적 부지 특성
자료로서 부지 증폭계수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근본
적으로 30 m (100 ft)는 지진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얕은 심도
로 간주될 수 있으나, 기반암 심도(depth to bedrock, )가 우
리나라에 비해 매우 깊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시
추 및 상세 지반 조사 심도이다(Anderson ., 1996; Sun,
2004). 지표면 부근 얕은 심도의 지질 조건 및 지반 동적 특성
이 부지고유 지진응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Joyner
., 1981; Wills
., 2000), 30 m 심도까지 지반 특성의 평
균적 반영 지표인 S30은 지진공학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0 m까지 지반 특성의 경험적 고려 방안은 지
역적 지반 특성 상황에 따라서는 다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현행 국내 설계 지반운동의 결정 과정에서의 국내 고유 지역
계수 반영과 해외 강진 지역 부지 증폭계수 적용의 상충적 모
순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지 증폭계
수 결정 기법의 국내 지반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합리화를 수
행하였다.
H

et al

et

al

et al
V

의 값과 S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하였다
(선창국 등, 2005b). 도출 활용한 경주 지역 대상의 값과 S
간 상관관계(선창국 등, 2005b)는 Imai and Tonouchi (1982)가
제안한 기존 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선창국
등(2008a)은 국내 여러 지역 부지들의 현장 탄성파 시험 결과
를 종합 분석하여 현장 측정 값 뿐만 아니라 보정 값들
과 S의 상관관계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들을
토대로 국내 다른 지역 부지들을 대상으로 현장 탄성파 시험
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예비적 수준의 S 분포에 관한 경
험적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선창국 등, 2008a).
최근 다양한 문헌들(Rodriguez-Marek ., 2001; Sun,
2004; Sun
., 2005; Kim and Yoon, 2006)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각 부지별 지반지진공학 특성 지표로서 지진시
부지의 공진 주기를 나타내는 부지 주기(site period, G)도 제
시하였다. 부지 주기는 각 부지의 기반암 상부 지층들의 두께
와 S를 토대로 식 (6)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i와
Si 는 각각 기반암 상부에 분포하는 번째 지층의 두께
N

V

N

N

V

N

V

V

et

al

et al

T

D

V

V

i

연구 대상 지역의 지반지진공학적 특성
대상 지역의 지반 조사를 통한 부지 특성 평가
역사 및 계기 지진 기록이 존재하여 지진학적 가치가 높은
경주, 홍성, 해미, 사천의 네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서
울대학교, 2002; Sun, 2004), Fig. 2에서 지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지역 내 여러 현장에서의 시추 조사 및 다양한
탄성파 시험과 실내 공진주 시험을 수행하여 지반 특성을 평
가하였다. 지반 조사는 대상 지역의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경
주의 경우 하천 5개소, 구릉 8개소와 평지 15개소의 총 28 부
지에서 수행되었다. 홍성의 경우 지반 조사는 하천 2개소, 구
릉 8개소와 평지 6개소의 총 16 부지에서 실시되었다. 해미에
서는 산지 1개소와 평지 4개소를 대상으로 그리고 사천에서는
산지 2개소, 구릉 1개소와 평지 1개소를 대상으로 지반 조사
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대상 지역적 영역 내에서 기수행된 지
반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반 특성 파악에 추가적으로 활
용하였다.
경주 지역의 경우 기존 지반 조사 부지중 대표적인 22개소
의 부지를 추가 선정하여 조사 부지와 함께 부지 응답 해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지역인 경주, 홍성, 해미와 사천에서 연구 대
상 부지로서의 조사 부지와 수집된 기존 지반 조사 부지의 지
반 조사 내용 및 지질과 지형 특성은 Table 2, Table 3 및
Table 4에 제시하였다. 현장 상황 및 수행 여건에 따라 크로스
홀(crosshole; 시추공간 탄성파), 다운홀(downhole; 하향식 탄
성파) 및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시험을
복합 또는 단독 실시하였다. 경주의 기존 추가 부지에 대한 전
단파속도( S)의 분포는 경주 지역에서 수행한 시추공 탄성파
시험(borehole seismic tests) 결과로부터 도출된 표준관입 시험
V

Locations of the study areas in Korean peninsula. The circle
size of study area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selected sites in
each area.
Fig. 2.

지역고유 지진응답 특성 정량화를 통한 국내 부지 분류 기준의 추가 반영 제안
( = Σ i)와
H

D

n

VS

를 의미한다.

(6)
∑ Si
대상 지역에서 수행된 지반 조사 및 수집 자료의 분석 결과,
경주는 산지를 제외한 평지에서 하천의 범람 및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모래와 자갈질 퇴적토가 풍화대의 상부에
10 ~ 40 m 두께로 발달되어 있다. 홍성은 장기간의 풍화 작용
에 의한 풍화토 및 풍화암이 비교적 얇은 퇴적토 아래에
10 ~ 45 m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해미의 경우 평지에서
7 m 정도 두께의 매립토 및 퇴적토와 함께 그 아래에 10 m 정
도 두께의 풍화암이 발달해 있다. 사천의 경우 지표면부터
10 m 이내에 풍화토와 풍화암이 발달해 있다. 각 부지별로 수
행된 탄성파 시험으로부터 기반암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연암
심도까지의 깊이별 분포를 결정하여 동적 특성을 평가하였
다. 단일 부지에 대해 신뢰성 높은 분포를 획득을 위해 여
러 현장 탄성파 시험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경우, 시험 기법별
신뢰도 및 심도별 측정 자료 범위를 고려하여 대표 분포를
T

G

=4

i=1

-------i
D

V

VS

VS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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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예시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결정하여 활용하였다
(Sun
., 2005; 선창국과 목영진, 2006).
et al

부지별로 결정된 분포는 부지응답 해석의 입력 값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부지 분류를 위한 30의 산정에도 이용
된다. 지역별로 경주, 해미, 사천은 주로 지반 분류 C, 그리고
홍성은 주로 D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국
내 내륙에 위치한 대상 지역들은 부지 분류 C와 D의 경계
( 30 = 360 m/s) 부근에 밀집된 좁은 범위로서 250 ~ 650 m/s
의 분포를 보였다(선창국 등, 2005a; 선창국 등, 2005b). 지반
의 분류 등급에 따라 증폭계수와 설계 지반 운동이 크게 달라
짐을 감안할 때, C와 D의 경계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국내 내
륙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분포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 설
정될 필요가 있다(Sun ., 2005). 기반암은 가 750 m/s
이상(ANSS Technical Integration Committee, 2001)인 암반이
므로 본 연구의 국내 암반 분류의 경우 연암 이상의 암반이 기
반암에 해당되었다. 특히, 풍화암의 는 대체로 750 m/s 보다
작게 결정된 반면, 연암 상부의 는 800 ~ 1,200 m/s의 분포
를 보였다. 국내 지층 조건에서는 풍화암 하부의 연암 및 그
VS

VS

VS

VS

et al

VS

VS

Table 2. Site characteristics and site class on the current code provision at testing sites in Gyeongju.

Depth to
Site Mean VS of the Site Class
Investigation Bedrock,
H
Surface Geology
Geomorphology
Period, top 30m, VS30 (Current
†
Method
(m/s)
(m)
Code)
TG (s)
Hwangnam E. S.
S
50.0
0.43
412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Hwangsung Park
B, D, S
27.8
0.22
457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Hyeongsan River
B, C, D, S
8.2
0.10
669
C
Holocene, Younger Alluvium
Riverside
Gyerim E. S.
S
30.0
0.27
420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Gyerim M. S.
S
14.0
0.13
616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North Creek
B, D, S
45.0
0.37
367
C
Holocene, Younger Alluvium
Riverside
Oneung E. S.
S
14.0
0.14
561
C
Holocene, Younger Alluvium
Hill
Sunduk H. S.
B, C, D, S
11.2
0.18
432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Banwall Palace
S
14.0
0.17
431
C
Granite
Hill
Dongguk Univ.
S
16.0
0.14
535
C
Sedimentary Rock
Hill
Geumjang Bridge
B, D, S
32.0
0.19
397
C
Holocene, Younger Alluvium
Riverside
Geunhwa H. S.
S
1.5
0.02
1194
B
Granite
Mountain
Grand Tombs
B, C, D, S
38.0
0.33
385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Green Zone
B, D, S
35.0
0.30
311
D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Hwangsung E. S.
S
12.0
0.13
510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Iljeong Road
B, C, D
4.9
0.04
844
B
Granite
Riverside (outcrop)
Industrial S.
S
36.0
0.27
439
C
Diorite
Hill
Gyeonghee S.
S
20.0
0.18
497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Gyeongju H. S.
S
16.0
0.14
569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Oneung Bridge
B, D
30.0
0.30
374
C
Holocene, Younger Alluvium
Riverside
Shinla H. S.
S
8.0
0.04
1245
B
Diorite
Mountain
Wallsung E. S.
S
40.0
0.33
411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Youth Center
S
16.0
0.17
487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Forest Institute
S
25.0
0.30
327
D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Myeonghwal Fortress B, D, S
16.0
0.24
357
D
Holocene, Younger Alluvium
Hill
Tongiljeon
B, D, S
31.0
0.26
382
C
Granite
Hill
Wallsung M. S.
B, D, S
18.5
0.24
381
C
Holocene, Younger Alluvium
Plain
Yonggang E. S.
S
30.0
0.31
359
D
Holocene, Older Alluvium
Plain
†B, C, D and S represent the boring (including 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investigation, crosshole test, downhole test and SASW test, respectively.
Sit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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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te characteristics and site class on the current code provision at representative pre-existing boring sites in Gyeongju.

Site Name
hrhkb34
hrkjt1
hrkjb1
hrkjb4
hrkjb7
hrkjb12
hrkjb14
hrkjb20
hrkjb26
hrkjb28
hrkjb31
hrkjb34
hrkjb37
hrkjb43
hrkjb47
ribh2
hrhkb26
hrhkb29
hrkjb51
hrkjb611
hrkjb69
hwcb2
Table 4.

Investigation
Depth to
Site Period, Mean VS of the top Site Class
Method Bedrock, H (m) TG (s)
30m, VS30 (m/s) (Current Code)
B
16.8
0.19
432
C
B
6.3
0.06
765
B
B
3.8
0.06
701
C
B
21.6
0.26
366
C
B
5.5
0.07
679
C
B
7.5
0.08
685
C
B
13.5
0.18
485
C
B
6.8
0.08
660
C
B
6.0
0.06
733
C
B
10.2
0.13
571
C
B
24.5
0.24
430
C
B
25.0
0.24
418
C
B
22.3
0.26
403
C
B
29.5
0.27
425
C
B
23.5
0.29
366
C
B
30.5
0.29
402
C
B
13.3
0.15
549
C
B
15.6
0.18
508
C
B
12.5
0.13
594
C
B
24.5
0.22
486
C
B
8.6
0.09
662
C
B
5.0
0.06
732
C

Surface Geology

Geomorphology

Holocene, Younger Alluvium
Sedimentary Rock
Sedimentary Rock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Sedimentary Rock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Holocene, Younger Alluvium
Diorite

Plain
Mountain
Hill
Plain
Hill
Hill
Hill
Riverside
Hill
Hill
Plain
Plain
Riverside
Riverside
Plain
Riverside
Hill
Hill
Hill
Plain
Hill
Mountain

Site characteristics and site class on the current code provision at testing sites in Hongsung, Haemi (HM) and Sacheon (SC).

Site Name
Gwangkyeong Bridge
College of Tech.
South Mt.
Reclaimed Land
Small Creek
Chungoon Univ.
Building Lots
Hongnam E. S.
Hongsung H. S.
County Hall
Hongsung M. S.
Hongsung E. S.
Hongsung W. H. S.
Hongsung W. M. S.
Hongju M. S.
Hongju E. S.
East Plain (HM)
North Mt. (HM)
Central Plain (HM)
South Plain (HM)
West Plain (HM)
South Plain (SC)
Mid-South Hill (SC)
Mid-North Mt. (SC)
North Mt. (SC)

Investigation
Depth to Site Period, Mean VS of the top Site Class
Method Bedrock, H (m) TG (s)
30m, VS30 (m/s) (Current Code)
B, D
30.0
0.38
301
D
S
32.0
0.38
319
D
S
30.0
0.38
309
D
S
26.1
0.29
359
D
B, D, S
40.0
0.53
244
D
B, C, D, S
11.0
0.15
491
C
B, D, S
30.0
0.34
343
D
S
35.0
0.33
331
D
S
28.0
0.35
327
D
B, C, D, S
45.0
0.46
316
D
S
24.0
0.32
337
D
S
24.0
0.30
372
C
S
24.0
0.30
362
C
S
16.0
0.20
398
C
B, C, D, S
47.0
0.44
345
D
S
28.0
0.32
332
D
B, C, D, S
16.0
0.14
696
C
S
15.0
0.12
567
C
S
23.0
0.18
532
C
S
23.0
0.20
497
C
S
23.0
0.16
594
C
B, C, D, S
8.7
0.06
854
B
S
12.1
0.12
606
C
S
12.1
0.12
625
C
S
11.0
0.09
763
B

Surface Geology

Geomorphology

Holocene, Alluvium
Granite
Granite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Granite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Granite
Holocene, Alluvium
Granite
Holocene, Alluvium
Granite
Granite
Granite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Granite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Holocene, Alluvium
Sedimentary Rock
Sedimentary Rock
Sedimentary Rock

Riverside
Hill
Hill
Plain
Riverside
Hill
Plain
Plain
Hill
Plain
Hill
Plain
Hill
Hill
Hill
Plain
Plain
Mountain
Plain
Plain
Plain
Plain
Hill
Mountai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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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representative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for the sites applying various seismic testing methods.

하부 암반이 대체로 전단파 속도가 750 m/s 보다 크므로 기반
암에 해당된다(Sun, 2004; 선창국 등, 2005a).
국내 대상 지역과 미국 서부 지역의 지반지진공학 특성 비교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의 부지 분류 체계 및 그에 따른 증
폭계수는 California와 같은 미국 서부 지역(Western U.S.,
WUS)의 지반 및 지진 조건에서의 경험적 그리고 해석적 연구
에 근거한 NEHRP 규정 및 UBC를 준용하고 있다(BSSC,
1997; ICBO, 1997; 건설교통부, 1997). 따라서 미국 서부 지역
의 지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내 지반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행 부지 분류 체계의 국내 적용시 적합성 여
부의 판단이 가능하다(Sun ., 2005; 선창국 등, 2005b).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1994년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Northridge 지진 이후 1997년부터 시작된 ROSRINE (Resolution Of Site Response Issues from the Northridge Earthquake)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대상 부지들에 대한 지반 조사 자료
(Sun, 2004)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 대상 지반 특성과 비교하였
다(Sun ., 2005). Fig. 4는 ROSRINE 부지들의 평균 의
깊이 분포를 각 부지의 분포를 배경으로 도시한 것이며, 기
반암 심도도 부지별 범례로 제시하였다. 부지명은 프로젝트의
내부 구분 기준에 따라 크게 TS (targeted sites)와 UG (USGS
collaborative sites)로 구분되며, 각 범례의 괄호안 수치는 기반
암 심도이고 DT (deeper than)는 해당 심도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국내 네 곳 대상 지역 부지들의 평균 도 도
et al

VS

et al

VS

VS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of ROSRINE sites and their
average in western U.S.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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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비교하였다. Fig.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서
부 지역 부지들의 기반암 심도는 대부분 50 ~ 300 m(최대
300 m 이상)로서 국내 기반암 심도(최대 50 m 정도)에 비해 매
우 깊고, 토사의 강성인 는 상대적으로 다소 작게 나타났다.
대체적인 분포 경향 비교 외에 추가적으로 정량적인 지반지
진공학적 지표 비교를 위해, 먼저 국내와 미국 서부 지역간의
30 을 비교하였다. Fig. 5에 제시한 두 비교 대상 지역의
30 은 0 보다 큰 값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률밀도 분
포는 대수 정규 분포(log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였고
(Devore, 1991; 선창국 등, 2007), 확률 분포 결정에 이용된 자
료 집단의 수는 범례에 나타내었는데, 부지 분류에 따른 자료
수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와 미국 서부 지역의 특성 차이로
인해,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부지의 대부
분이 C와 D 부지 분류 경계( 30 = 360 m/s) 부근에 밀집 분
포되어 있지만 미국 서부 지역 부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값부
터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Sun ., 2005;
선창국 등, 2005a; 선창국 등, 2005b)에 근거해 볼 때, 국내 내
륙 지역은 대체로 250 ~ 650 m/s의 좁은 범위로 30이 분포
Vs

VS

VS

VS

et al

VS

하고 있다. 이러한 부지 분류 조건 별 분포 범위의 지역적 차
이 경향은 로 대표되는 강성뿐만 아니라 기반암 심도도 고
려하여 산정하는 부지 주기( )의 분포 비교를 통해서도
Fig.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 경우
국내와 미국 서부 지역간의 분포 범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반암 심도가 깊은 미국 서부 지역의 는 단주기부터
중장주기에 걸쳐 분포하는 반면, 기반암 심도가 얕은 국내 지
역의 는 주로 0.5초 미만의 단주기에 분포한다. 따라서 국
내와 미국 서부 지역 지반 특성 중 가장 명확한 차이는 기반
암 심도이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 차이와 경험적 기준 변수로
서의 30의 도입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암 심도가 상대적으
로 얕게 분포하는 국내 지역에서의 30 m 미만의 얕은 심도까
지만 분포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기법적 유연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VS

TG

TG

TG

TG

VS

VS

부지 응답 해석을 통한 응답 특성의 정량적 분석
국내 대상 네 지역에서 평가된 지층 구성 및 분포, 그리
고 공진주 시험의 직접 수행 또는 기존 공진주 시험 자료의 종
합화를 통한 정규화 전단탄성계수(normalized shear modulus,
/ ) 및 감쇠비(damping ratio, )의 비선형 곡선들(Sun,
2004; Sun
., 2005; 선창국 등, 2005a; 선창국 등, 2005b)
을 토대로 총 53 개소의 조사 부지와 경주 지역의 기존 조사
부지중에서 추가 선정된 22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일차원 부지
고유 지진 응답 해석(site-specific seismic respons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각 부지에서의 부지 지진 응답 해석을 위해 지층
은 매립토(fill), 퇴적토(alluvial soil), 풍화토(weathered (residual) soil), 풍화암(weathered rock), 그리고 기반암(bedrock)의
총 5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 지층 또는 심도에 대한 최적의 지
반 비선형 거동 곡선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선창국 등,
2005a). 해석은 건설교통부 내진 설계 기준의 I 등급 구조물의
붕괴 방지 수준(collapse level of earthquake, CLE)과 기능 수
행 수준(operation level of earthquake, OLE)에 대한 두 지역
의 보통암 노두 가속도 수준을 1000년과 100년 재현주기의 지
진재해도로부터 각각 0.120 g ~ 0.140 g(경주 및 홍성은 0.140 g
이고 해미와 사천은 각각 0.130 g와 0.120 g)와 0.044 g ~ 0.050 g
(경주 및 홍성은 0.050 g이고 해미와 사천은 각각 0.047 g와
0.044g)로 결정하고, 등가선형 기법의 SHAKE91 (Idriss and
Sun, 1992)과 비선형 기법의 NERA (Bardet and Tobita, 2001)
를 모든 부지와 조건에 대해 병용하여 실시하였다. 발생 지진
에 대한 다양한 주파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석시 입력
지진은 총 5 종류를 이용하였으며, 강진 지역의 계측 지진파
인 El Centro, Hachinohe 및 Ofunato 지진과 인공 및 경주 지
역의 소규모 계측 지진파를 붕괴 방지 수준(CLE)과 기능 수행
수준(OLE)의 암반 노두 가속도 수준으로 조절하여(Sun, 2004;
Sun
., 2005), 부지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입
VS

G G0

D

et al

Fig. 5.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VS30 in western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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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site period (
western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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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진들의 CLE에 대한 암반 노두의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으로서, 보통암 지반인 부지 지반 분류 B의 표준 설계응답 스
펙트럼도 함께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지는 모든 스
펙트럼은 지진공학 관점에서 일반적인 구조물 감쇠비로 고려
되는 5 %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등가 선형 및 비선형 기법의 부지 지진 응답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지표면 최대 가속도를 CLE와 OLE의 입력 기반암 노
두 가속도와 비교해 본 결과, 해석 기법 뿐만 아니라 입력 가
속도 수준에도 관계없이 부지별로 그 증폭 정도가 대체로 유
사하였으며, 입력 지진들에 따른 최대 지반 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평균한 부지별 증폭 정도는 대상
네 지역 모두에서 최대 약 2.5배 정도까지 가속도가 증폭되었
고 전반적으로 평지에 위치한 부지에서 가속도의 증폭이 컸다.
평균적 결과 이전의 각 해석 결과 별로 살펴 보면, 부지 및 입
력 지진에 따라서는 암반 노두 가속도 수준에 비해 2.5배 이
상까지의 증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증폭 정도의 등가선형과
비선형의 해석 기법별 편향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Sun
., 2005; 선창국 등, 2005b). 해석 기법과 가속도 수준에 무
관한 증폭의 유사성은 해석 가속도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
에 지반의 발생 변형률이 작았고, 이로 인해 흙의 비선형적 거
동의 영향이 작았기 때문이다.
부지고유 지진 응답의 정량적 평가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
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으로서의 암반 조건에 대한 지표면의 주
파수 또는 주기별 응답 정도를 토대로 이루어 지며, 지진공학
적 관점에서는 주로 대상 부지 지표면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을 이용한다. Fig. 8은 각 부지 지표면에서의 구조물 주기별 가
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부지 분류 B, C 및 D의 CLE에 대한 평
균(Average) 및 평균±표준편차(Average ± σ)를 강조하여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부
지 중 해당 분류의 부재로 인해 현행 부지 분류 기준 E에 대
한 스펙트럼은 비교 분석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Kim and Yoon, 2006; 김동수 등, 2008)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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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지 분류 개선의 추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그림의 배경
으로 제시된 스펙트럼은 각 부지의 입력 지진을 종합한 평균
스펙트럴 가속도 분포이다. 부지 분류 B (Fig. 8 (a))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부지의 응답 스펙트럼과 표
준 설계 스펙트럼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거주
및 산업 지역의 대표적 부지 지반 분류 조건인 C와 D 부지의
응답 스펙트럴 가속도는 부지 주기에 상응하는 구조물의 단주
기 영역에서 설계 스펙트럴 가속도에 비해 매우 크게 증폭되
어 나타났다. 특히, C 부지(Fig. 8 (b))에서는 0.1 ~ 0.3초 그리
고 D 부지(Fig. 8 (c))에서는 0.1 ~ 0.4초 범위에서 증폭이 크

et al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input rock-outcropping
motions on CLE of 0.140 g.
Fig.

7.

Average of response spectra on ground surface of CLE (a)
for site class B, (b) for site class C, and (c) for site class D.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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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averaged response spectra on ground
surface of CLE with site classes. Solid lines and dashed lines
indicate for non-linear method and equivalent-linear method,
respectively.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ite classes of B, C and
D area also illustrated.
Fig.

9.

게 발생한 반면, 중장주기 영역에서는 두 부지 분류 조건 모두
에서 응답 스펙트럼이 대체로 설계 스펙트럼보다 작게 나타났
다. 전체적인 부지 지반 분류 조건별 응답 특성의 경향은 OLE
도 CLE와 매우 유사하였다.
국내 해석 대상 부지들의 지반 분류(B, C, D)별 해석 기법
에 따른 평균 응답 스펙트럼과 B, C 및 D 분류에 대한 표준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전반적이고 선명한 비교를 위하여
Fig. 9에 CLE의 결과를 도시하였다. PGA가 유사하게 평가된
것과 같이 해석 기법(점선은 등가선형 기법, 실선은 비선형 기
법)에 관계 없이 대체로 유사한 평균 스펙트럴 가속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C와 D 부지의 경우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비해
단주기(0.1 ~ 0.5초) 구간에서는 크게 증폭되고 중장주기
(0.4 ~ 2.0초)에서는 작은 부지 응답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부지 주기 구간(0.1 ~ 0.4초) 내에서는 C와 D 부지
응답 스펙트럴 가속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지
응답 스펙트럼과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차이 개선을 위하여
기반암 노두대 지표면 응답 스펙트럼 비(RRS)를 이용하여 각
부지의 F 와 F 를 산정하고, 현행 국내 및 미국 서부 지역의
부지 분류 기준인 V 30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더불어 부
지고유 응답 대표 지표인 부지 주기와의 비교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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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지 분류 체계의 다각적 기준 적용 개선
국내 부지 증폭계수 재평가
국내 지역 고유 지진 응답 특성을 수치해석 방법을 통해 평
가하였으며, 이로부터 부지 증폭계수를 산정하고자 먼저 암반
노두 대 부지 지표면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 비(RRS)를 계산하
였다. Fig. 10은 부지 분류 조건별 CLE의 평균 RRS로서, 표

Ratio of response spectra from site response analyses and
site coefficients in the current code of CLE (a) for site class B, (b)
for site class C, and (c) for site class D.
Fig. 10.

준 편차(Standard Dev.)를 고려한 추가적 RRS도 도시하였고
OLE의 평균 RRS도 나타냈다. 더불어, 국내 지역적 주기별 응
답 특성의 직관적 비교 분석을 위해 미국 서부 규정들을 준용
하고 있는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 부지 분류 체계의 단주기
(0.1 ~ 0.5초)와 중장주기(0.4 ~ 2.0초)에 해당되는 증폭계수인
F 와 F 도 삽입 제시하였다. 부지 분류 B의 경우 RRS
(Fig. 10 (a))는 0.1초 부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행 증폭계
수들과 유사한 1.0 정도로 결정되었다. 반면, 부지 분류 C
(Fig. 10 (b))와 D (Fig. 19 (c))에서는 현행 국내 적용 F 및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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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향과는 달리 단주기 영역의 RRS가 중장주기 영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부지 주기에 상응하는 구조물 주기
부근에서는 지표면 응답이 크게 증폭하므로 매우 큰 RRS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 분류 E의 경우 C
나 D 부지와 같이 두 종류 증폭계수와의 반대 경향을 보이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내 부지 대상의 기존 연
구 결과들(Kim and Yoon, 2006; 김동수 등, 2008)의 고찰 결
과, 단주기와 중장주기 증폭계수의 크기 경향 역전보다는 현행
증폭계수의 일반적 경향으로서의 상대적으로 큰 와 작은
의 기본적 경향 하에서 다소 조정된 증폭계수를 도출한 바 있
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의 한시적 복합 이용을 통해 국내
부지 분류 체계 개선에 관한 최선의 종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고유지반특성을반영한다각적기준고려부지분류체계제안
각 부지별 CLE와 OLE별 각각 5개의 입력 지진에 대한 비
선형과 등가선형 기법 적용의 해석 결과들에 대해, 단주기와
중장주기의 증폭계수( 및 )를 식 (3) 및 식 (4)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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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Fig. 11은 각 부지의 증폭계수와 30과의 관계이
며, 현행 부지 분류 체계의 증폭계수(Table 1)와 함께 비교 도
시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의 증가에 따라 증
폭계수는 비선형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고려된 OLE와 CLE 암반 노두 가속도 수준(OLE 최소 0.044 g
부터 CLE 최대 0.140 g)간의 차이가 작고 강진 지역들에 비해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두 수준간 증폭계수 값의 차
이는 비교적 미미했다. Fig. 11에는 두 가속도 수준을 종합한
대표 상관관계 곡선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제시한 각 수
준별 관계 곡선으로부터도 두 수준간의 미미한 차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국내 지역의 증폭계수와 현행 국내 내
진설계 기준의 증폭계수를 비교해 볼 때, 지역적 부지 지반 응
답 특성의 차이로 인해 현재 국내 기준의 (Fig. 11 (a))는
국내 지반운동을 과소평가하고 (Fig. 11 (b))는 과대평가하
고 있다.
부지의 지진 응답 특성은 주로 기반암 상부의 지층 구성 및
동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며, 그 중에서도 지표면 부근 지반 조
건의 영향이 지배적이다(Joyner ., 1981; Sun, 2004). 지표
지질과 지반 증폭 정도의 상관성에 따라 Borcherdt (1994)는
기반암 심도가 100 ~ 300 m 정도로 깊은 미국 서부 지역 부지
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반 조사 수행 심도이자 상대적으로
얕은 심도인 30 m (100 ft)까지 의 조화 평균을 지반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일부 해안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반암 심도가 최대 50 m 정도로 대부분
미국 서부 지역에 비해 매우 얕으며, 대부분의 인류 활동 부지
가 분류 C와 D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30도 두 분류의 경
계 부근에 밀집된 매우 좁은 범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산정된 및 그
리고 30의 관계(Fig. 11)를 토대로 현재 적용되는 설계 기준
내 6 종류의 지반 조건 중 실제 거주 및 산업 활동 지역에 해
당되는 지반 조건으로서의 부지 분류 B, C 및 D의 세 조건에
대해 우선 개선하고자 하였다.
보통암 조건의 B 분류 부지는 본 연구의 해석 결과에서도
및 모두 1.0 정도로 현행 설계 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남
에 따라 부지 분류 B의 증폭계수는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유
지하였다. 부지 분류 A의 경우 지반운동이 증폭이 아닌 감폭
이 되는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반지진공학적 관점의 보수
적 설계 측면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부지 분류 체
계의 개선 과정에서는 부지 분류 B로 통합하고자 한다. 현행
증폭계수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대상 지역 해석 결과 근거의
C 와 D 분류 부지들의 는 크게 그리고 는 작게 조정됨이
타당하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계측 사례의
검증을 통해 30과 두 증폭계수의 상관관계식을 보완할 필
요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부지 분류 C와 D에 대해 각각 상세한 세부 분류를 추가 적
용하여 좁은 범위의 30에 따른 부지 증폭계수의 조건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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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oeffic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and
correlations with the VS30 (a) for short-period and (b) for mi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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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내 지역에 대한 부지 분류 체계를 합
리화 하였다. Fig. 12는 국내 지역의 부지 응답 해석 결과에 따
라 결정된 30과 증폭계수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부지 분류
C 와 D 에 대한 세부 분류의 작성 과정을 현행 부지 분류 증폭
계수와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C와 D의 분류 내에는 각각
네 단계의 세부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지역의 30 범위
내에서 C와 D 분류 경계인 360 m/s에서만의 증폭계수의 단
일 변화대신 단계적 변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현행 국내 부지 분류 체계의 근간인 미국 서부 지역의 지질
및 지반 특성과는 달리 국내 내륙 지역은 토사의 강성이 다소
크고 기반암의 심도가 얕다(Sun ., 2005). 이러한 국내의
기반암 심도 분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효율적인 부지
분류 기준으로 30 m 보다 얕은 심도의 평균 도 유용할 수
있으며, Fig. 13에 제시한 것처럼 기존 부지 분류 기준인 30
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비교한 30 m 보다 얕은 심도(5 m,
10 m, 15 m, 20 m, 25 m)까지의 평균 들인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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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및 25와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지표면 부근의 얕은 심도까지의 지반 동적 특성을 이용하
여 지진시의 부지 증폭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동적 특성
결정을 위한 현장 조사의 효율성과 기존의 제한적인 조사 자
료의 활용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창국 등(2007)의 보다 종합적 연구 결과로부터 추가적
으로 일반화된 형식의 30 m 보다 얕은 심도(Ds)까지의 평균
( Ds)와의 관계식을 도입하였다. 식 (7)은 선창국 등(2007)
에 의해 정의된 평균 계수(coefficient for mean , Cs)와
의 관계로 제시된 국내 지반에 대한 30과 Ds의 관계식이
며, 이 관계는 부지 분류 체계의 보조적 추가 분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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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Ds/Cs = Ds/ ( 0.2143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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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9

(7)

)

부지고유 지진 응답은 기반암 상부 토사에서의 전파 특성에
좌우되므로, 다차원 효과에 의한 부지 효과(Sun and Chung,
2008)의 고려가 아닌 반무한 층상 지반 가정의 일차원 부지 효
과의 정량화는 기반암 심도( )와 그 상부 토사의 지반지진공
학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
한 이유로 현행 부지 분류 기준인 30을 대체하기 위한 지표
로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Rodriguez-Marek, 2001; Sun,
2004; Kim and Yoon, 2006)에 의해 부지 주기( G)가 다양하
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 S30은 기하학적 부지 조건인 기반암
심도의 고려 없이 지반 특성만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며, 설계를 위한 명확한 지표가 될 수는 있지
만 현상적 고려의 한계를 내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한계
는 본 연구의 보조적 추가 분류 기준으로 제안한 30 m 보다
얕은 심도에 대한 SDs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 지역 부지들에 대한 추가적 분류 기준
으로서의 부지 주기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1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기존 분류 기준인 S30과 부지 주기의 관계성
을 분석하였다. 부지 주기는 S30의 증가에 따라 거듭제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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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ivision of site classes C and D along the correlations
between site coefficients and VS30 for modifying the current sit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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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between the VS30 and the mean VS’s to a
depth of shallower than 30 m.
Fig. 13.

Fig. 14.

Correlation between the site period (TG) and the V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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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비선형적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그 상관성은 매우 양호
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국내 지반 특성을 고
려한 추가적 부지 분류 기준으로서의 부지 주기를 활용하고자,
해석 결과로부터의 부지 증폭계수와 부지 주기의 관계를 단주
기와 중장주기 증폭계수 F 와 F 로 구분하여 Fig. 15와 같이
도출하였다. 도출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이미 세분한 부지 분
류 C와 D의 F 및 F 의 단계 값 범위(Fig. 12)에 상응하도록
부지 주기를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Fig. 16에 개요적으
로 도시하였다. 해당 부지 주기의 구분 범위는 V 30의 세분 범
위와 함께 국내 지반 부지 분류 C와 D의 내진설계 부지 분류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부지들의 분류 범위는 현행 부지 분류 기준
상에서 B, C 및 D에 해당되며, 이미 토의된 바와 같이 부지
분류 A는 공학적 견지의 보수성 확보를 위해 부지 분류 B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부지 부류 F는 일반적 부지 분류 기
준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국내 부지 분류 체계의 차별적 개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지 분류 E는 국내에서도 해안 지역
이나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부지 조건이므
로, 국내 부지 분류 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E 분류 부지가 포함
a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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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교적 최근 국내 연구 결과(Kim and Yoon, 2006)를 고찰
분석하였다. 세분되지 않은 지반 조건으로서의 부지 분류 E에
대한 증폭계수를 Kim and Yoon (2006)의 제시 결과를 토대로
Fig. 17과 같이 도입하였다. 부지 분류 E의 경우 국내 C 및 D
분류 부지들과는 달리 F 가 F 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났으며,
a

v

v

S

Site coeffic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and
correlations with the TG (a) for short-period and (b) for mid-period.

Fig.

15.

Subdivision of site classes C and D along the correlations
between site coefficients and TG for supplementing a criterion in
site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Fig. 16.

Site coefficients with the TG (from Kim and Yoon, 2006)
and selection of the site coefficients of site class E (a) for shortperiod and (b) for mid-period.

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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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50과 2.00으로 결정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지 분
류 E 조건이 공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만큼 그 중요성도 클 수
있고 기존 연구(Kim and Yoon, 2006)에서의 대상 부지의 개
수나 특성적 조건들의 제한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국내 E 분
류 부지의 분류 기준 설정 및 증폭계수 정량화에 관한 보다 광
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지반지진공학적 특성 지표들과 국내 여러 대상 부지
들의 응답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증폭계수들과의 다면적 비
교 및 관계 확인을 통해, 국내 지역 고유 지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폭넓은 상황에서 부지 분류가 가능한 차별적 부지 분
류 체계를 Table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분류 체계에서는 국
내 지반 조건에 대한 현실적 부지 증폭계수의 재산정을 반영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분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국내 주거 및 산업 시설의 대표적 분류 지반 조건인 C와
D의 부지 분류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면밀한 설계 활용
이 가능하도록 각 분류를 네 단계로 세분하였다. 현행 부지 분
류 기준인 30과 함께 보조적 분류 기준으로 제시된 Ds는
지반 조사 또는 확보한 지반 특성이 30 m 보다 얕게 존재하는
경우 그 유용성이 높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지 주기( G)
는 지반의 물성적 특성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지진 응답 조건
인 기반암 심도( )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도 주된 분류 기준
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 부지의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위해서는 Table 5의 부지 조건별 증폭계수를 결정하고 구조물
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지역 계수를 고려하여 지진 계수를 산
VS

VS

T

H

Site classification system with the mean VS and the site
period to determine site coefficients based on the site-specific
seismic response analyses in Korea.

Table 5.

Generic
Description

Site Class

Criteria

VS30
VSDs† TG (s)
(m/s)
(m/s)
> 760 > 760 Cs < 0.06

Site
Coefficients

Fa

0.453

0.453

et al

V

Fv

Rock
B
1.00 1.00
Weathered
C1 > 620 > 620 Cs < 0.10 1.28 1.04
Rock
Shallow Stiff
C C2 > 520 > 520 Cs < 0.14 1.45 1.09
Soil
C3 > 440 > 440 Cs < 0.20 1.65 1.13
Intermediate
Stiff Soil
C4 > 360 > 360 Cs < 0.29 1.90 1.19
D1 > 320 > 320 Cs < 0.38 2.08 1.23
D2 > 280 > 280 Cs < 0.46 2.26 1.29
Deep Stiff
D
Soil
D3 > 240 > 240 Cs < 0.54 2.48 1.36
D4 > 180 > 180 Cs < 0.62 2.86 1.43
Deep Soft
E
≤ 180 ≤ 180 Cs ≥0.62 1.50 2.00
Soil
†VSDs indicates the mean VS to a depth (Ds) of shallower than 30 m,
and equals to VS30 times Cs (i.e., VSDs = VS30 × Cs). Here, Cs is
expressed by 0.214Ds (i.e., Cs = 0.214Ds ), and synthetically, VS30
= VSDs/Cs = VSDs/(0.214Ds ).
0.453

정함으로써 국내 지역의 지반 특성이 고려된 설계 응답 스펙
트럼(Fig. 1)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Table 5의 국내 지역에 대한 부지 분류
체계는 제한된 지반 및 지진 조건에서의 해석적 연구와 제한
적 범위의 기존 연구 성과 고찰들만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예비적 개선 방안의 수준이다. 향후, 다양한 부지
에서의 지반 특성 및 응답 특성의 종합적 평가와 국내의 유용
한 계측 지진 기록의 확보 고찰에 기반한 지속적 보완 및 개
선을 통해, 국내 부지에서의 내진설계를 위한 부지 분류 체계
의 궁극적인 개선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
라, 국내 부지고유 지진응답 특성의 체계적 평가를 통한 부지
분류 체계 개선 연구가 금세기 초반부터 진행된 상황(Sun,
2004)임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국내 부지에 관한 연구 결과들
(Sun, 2004; Sun
., 2005; 선창국 등, 2005a; 선창국 등,
2005b; Kim and Yoon, 2006; 김동수 등, 2008; 선창국 등,
2008b; 강호덕 등, 2010)간 시기적 및 기법적 상호 정량적 비
교를 통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보다 합리화
된 선도적 연구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기존 연구
(Sun, 2004; 윤종구 등, 2006)에서 사전 검증 과정으로 일부 이
루어 졌던 부지 증폭계수 주기(주파수) 범위의 변경 적용을 위
한 응답 스펙트럼 적분 구간 변경 또는 현행 두 증폭계수의 차
별적 다각화도 국내 지반 특성의 종합적 체계화 연구와 병행
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Sun (2004)이 수행한 기존 연구 성과와 선창국
등(2005b)의 국내 분류 체계 개선 시도의 보완 제시라는 목적
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분
류 기준인 부지 주기에 관해 보다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Sun (2004)이 제시했던 보조
적 부지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반암 심도는 S30과는 반대로
기하학적 부지 조건은 고려할 수 있으나 지반 물성은 반영할

Correlation between the site period (TG) and the depth to
bedrock (H).
Fig. 18.

지역고유 지진응답 특성 정량화를 통한 국내 부지 분류 기준의 추가 반영 제안

수 없으므로, 지반 조성 및 발달 환경이 유사한 지역에 대한
제한적 분류 기준으로서는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용성의 기초적 접근으로서 우선 Fig. 18과 같이 본 연구 대
상 부지들로 한정하여 부지 주기와 기반암 심도의 선형적 상
관관계를 파악해 보았으며, 비교적 양호한 상관성을 확인하였
다. 비교적 작은 자료 수를 이용한 관계이므로 부지 분류 체계
에 대한 실질적 반영은 아직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자료의
추가 확보 및 부지의 지반 특성적 조건의 분류 체계화가 함께
이루어 진다면, 유사 부지 조건별로 기반암 심도를 이용한 예
비적 부지 분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치적 기법 적용을 통한 국내 부지 분류 기준 및
증폭계수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실증적이고 유용한 형태의 계
기지진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시도로 인정
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시된 국내 부지 분류 체계는
여러 면에서의 검증 또는 보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제
다양한 부지 조건에서의 중규모 및 대규모 계기지진 기록의
획득과 분석을 통한 정립 과정이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적인 불확실성을 내제한 지진에 대해 언제까지
나 유용한 기록 획득을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적 이
전에 최선의 기법 도모라는 공학적 지향에 따라 지진 및 지반
조건을 모사하여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모델링(physical
modeling) 기법들의 도입 활용을 통한 검증 보안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법들의 적용을 통한 자연 현상의 검
증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자연 현
상에 대한 물리적 모델링은 모델의 크기 뿐만 아니라 대상 현
상의 실제적 모사 정도에 따라서 결과의 신뢰도가 지배되므로,
부지고유 지진응답 현상의 경우 실대형 진동대 시험이나 진동
대 탑재 원심모형시험이 비교적 유용한 기법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기법적 도입 적용을 통해 국내와 같이
유용한 지진 계측 기록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한 설계 지반운
동 합리화 방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국내 지반에 대한 합리적 증폭계수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고유의 지역적 지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분류 체계를 제
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주, 홍성, 해미, 사천의 네 지역을 대
상으로 다양한 지반 조사를 수행하여 지반 조건 및 동적 특성
을 평가하고, 비선형 및 등가선형 부지고유 지진 응답 해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지역들에서 획득한 획득한 깊이별 전단파속도(V )를
토대로 결정한 부지 분류 기준인 30 m 심도까지의 평균 V 인
V 30에 따라 대상 부지를 분류한 결과, 국내 대상 지역은 주로
지반 분류 C와 D에 해당되며, V 30은 주로 C와 D의 경계(360
m/s) 부근에 밀집된 250~650 m/s의 좁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
파악된 국내 대상 지역 지반 특성을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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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인 미국 서부 지역의 특성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지
역은 미국 서부에 비해 기반암 깊이는 매우 얕고 토사 강성은
다소 컸으며, 부지 주기는 0.5초 미만의 단주기에 분포하는 국
내가 중장주기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미국 서부에 비해 상당
히 작았다.
대상 지역 내 75개소의 부지에 대한 응답 해석 결과로부터
부지 주기 부근의 큰 증폭을 확인하였고, 국내 지반 운동에 대
한 현행 단주기(0.1 ~ 0.5초) 증폭계수 F 의 과소평가와 중장
주기(0.4 ~ 2.0초) 증폭계수 F 의 과대평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부지 응답 해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지역에 대한 부지 증폭계
수를 재산정하고, 지역적 지반 조건과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지 분류 조건 C와 D에 관한 상세 분류 방안을 제시
하였다. 부지 분류 A는 보수적 관점에서 증폭계수가 1.0 정도
인 B에 포함시켰으며, 부지 분류 E는 기존 국내 지반 대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증폭계수를 도입 적용하였다. 또한, 보조
적 분류 기준으로서의 30 m 미만 심도에 대한 평균 V 인
V Ds 를 추가하였으며, 지반의 동적 물성 뿐만 아니라 기하학
적 부지 조건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지 주기를 분류 기준으로
보완 제시함으로써 부지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더불어, 부지 주기와 기반암 심도와의 높은 상관성을 확인함으
로써 향후 기반암 심도의 부지 분류에서의 제한적 활용 가능
성도 파악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연구를 통해
국내 설계 지반운동의 신뢰성 높은 결정 활용을 위한 부지 분
류 체계의 궁극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v

S

S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 사업인 ‘실시간 지진관
측 및 대도시 지진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고,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인 ‘활성단
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
니다.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고문헌
강호덕 김기상 선창국 김명모
기준을
이용한 국내 지반의 지반분류방법 결정 년 한국지반공학
회 봄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교통부 내진설계기준연구
김동수 이세현 윤종구
기반암 깊이와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를 이용한 국내 지반분류 방법 및 지반 증폭계수 개선 대
한토목학회논문집 28
서울대학교 지진세기의 정량적 평가 연구
선창국 김홍종 정충기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2
선창국 목영진
다층 구성 부지에서의 깊이별 실체파 속
,

,

,

, 2010, NYCDOT2008
, 2010

CD-ROM,

, 777-

784.

, 1997,

,

(II).

,

, 2008,

,

,

(1C), 63-74.

, 2002,

,

,

(II).

,

2008a,

Deduction

of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geotechnical in-situ penetration test data,
,

, 2006,

,

(4), 1-10.

218

도의 결정을 위한 시추공간 탄성파 탐사 발진 장치 개발 및 적
용, 물리탐사, 9(3), 193-206.
선창국, 양대성, 정충기, 2005a, 서울 평야 지역에 대한 부지 고
유의 지진 증폭 특성 평가,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9(4), 2942.
선창국, 정충기, 김동수, 2005b, 국내 내륙의 설계 지반 운동 결
정을 위한 지반 증폭계수 및 지반 분류 체계 제안, 한국지반공
학회논문집, 21(6), 101-115.
선창국, 정충기, 김동수, 2007, 얕은 심도 전단파속도 분포를 이
용한 30 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의 결정, 한국지진공학회논문
집, 11(1), 45-57.
선창국, 정충기, 김재관, 2008b, 쌍계사 오층 석탑 부지의 지진
응답 특성 평가를 통한 1936년 지리산 지진 세기의 정량적 분
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8(3C), 187-196.
윤종구, 김동수, 방은석, 2006,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
방법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에 대한 연구 (III)  설계응답
스펙트럼 개선방법,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0(2), 63-71.

Anderson, J. G., Lee, Y., Zeng, Y., and Day, S., 1996, Control of
strong motion by the upper 30 meters,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86(6), 1749-1759.
ANSS Technical Integration Committee, 2001, Technic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Advanced National Seismic
System, Advanced National Seismic System.

Bardet, J. P. and Tobita, T., 2001, NERA: A Computer Program
for Nonlinear Earthquake Site Response Analyses of Layered
Soil Deposit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orcherdt, R. D., 1994, Estimates of site-dependent response
spectra for design (methodology and justification), Earthquake
Spectra, 10(4), 617-653.
Borcherdt, R. D., 2002, Empirical evidence for site coefficients
in building code provisions, Earthquake Spectra, 18(2), 189217.
BSSC, 1997, NEHRP Recommended Provisions for Seismic
Regulations for New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Part 1Provisions, 1997 Edition, Building Seismic Safety Council,
Washington D. C.
BSSC, 2000, NEHRP Recommended Provisions for Seismic
Regulations for New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Part 1Provisions, 2000 Edition, Building Seismic Safety Council,
Washington D. C.
Devore, J. L., 1991, Probability and Statistics for Engineering
and the Science, Duxbury Press, Belmont.
Dobry, R., Borcherdt, R. D., Crouse, C. B., Idriss, I. M., Joyner,
W. B., Martin, G. R., Power, M. S., Rinne, E. E., and Seed, R.
B., 2000, New site coefficients and site classification system
used in recent building seismic code provisions, Earthquake

선창국
Spectra, 16(1), 41-67.
Dobry, R., Ramos, R., and Power, M. S., 1999, Site Factor and
Site Categories in Seismic Codes, Technical Report MCEER99-0010, Multidisciplinary Center for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ICBO, 1997, 1997 Uniform Building Code, Volume 2 - Structural
Engineering Design Provis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ICC, 2006, 2006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nternational
Code Council.
Idriss, I. M. and Sun, J. I., 1992, User's Manual for SHAKE91:
A Computer Program for Conducting Equivalent Linear Seismic
Response Analyses of Horizontally Layered Soil Deposit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Imai, T. and Tonouchi, K., 1982, Correlation of N-value with Swave velocity and shear Modulus, Proceedings of the 2nd
European Symposium on Penetration Testing, Amsterdam,
57-72.
Joyner, W., Warrick, R., and Fumal, T., 1981, The effects of
Quaternary alluvium on strong ground motion in the Coyote
lake,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71(4),
1333-1349.
Kim, D. S. and Yoon, J. K., 2006, Development of new sit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gions of shallow bedrock in
Korea, Journal of Earthquake Engineering, 10(3), 331-358.
Rodriguez-Marek, A., Bray, J. D., and Abrahamson, N. A.,
2001, An empirical geotechnical seismic site response procedure, Earthquake Spectra, 17(1), 65-87.
Sun, C. G., 2004, Geotechnical Information System and Site
Amplification Characteristics for Earthquake Ground Motions
at Inland of the Korean Peninsula,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375p.
Sun, C. G. and Chung, C. K., 2008, Assessment of site effects
of a shallow and wide basin using geotechnical informationbased spatial characterization,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28(12), 1028-1044.
Sun, C. G., Kim, D. S., and Chung, C. K., 2005, Geologic site
conditions and site coefficients for estimating earthquake
ground motions in the inland areas of Korea, Engineering
Geology, 81(4), 446-469.
Wills, C. J., Petersen, M., Bryant, W. A., Reichle, M., Saucedo,
G. J., Tan, S., Taylor, G., and Treiman, J., 2000, A Siteconditions map for California based on geology and shearwave velocity,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90(6B), 187-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