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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원심모형 시험을 이용한 부지응답해석 검증시 입력
지진의 결정

Appropriate Input Earthquake Motion for the Verification of Seismic 
Response Analysis by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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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numerical site response analysis program, both soil free-field and base rock input motions should be 
provided. Beside the field earthquake motion records, the most effective testing method for obtaining the above motions is the dynamic 
geotechnical centrifuge test. However, need is to verify if the motion recorded at the base of the soil model container in the centrifuge 
facility is the true base rock input motion or not. In this paper, the appropriate input motion measurement method for the verification of 
seismic response analysis is examined by dynamic geotechnical centrifuge test and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From the results, it appears that the ESB (equivalent shear beam) model container distorts downward the propagating wave with 
larger magnitude of centrifugal acceleration and base rock input motion. Thus, the distortion makes the measurement of the base rock 
outcrop motion difficult which is essential for extracting the base rock incident motion. However, the base rock outcrop motion generated 
by using deconvolution method is free from the distortion effect of centrifugal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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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반암으로부터 전파되는 지진파는 상부로 전파됨에 따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지진운동 크기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부지증폭(Site amplification)현상이라 지칭하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일

련의 과정을 부지응답해석(Site response analysis)이라 정의한다. 부지응

답해석은 수평 다층 무한탄성지반에서의 파동 전달해석으로 최초 Kanai, 

Rosset and Whitman, Lysmer et al., Rosset and Whitman[1-4]에 의하

여 지반을 선형 탄성체로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었다. 이 후 Schnabel et 

al.은 다층지반을 등가의 집중질량을 가지는 1차원 다자유도계로 해석하는 

SHAKE[5]프로그램을 공개하여 현재까지 부지응답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짐에 따라, 부지응답해석은 종종 SHAKE해석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SHAKE해석은 지진지속시간 중 전단변형율 변화에 따

른 지반의 비선형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등가 변형율과 이에 상응하는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를 적용하여 주파수영역 선형해석을 시행하는 등가선형

(Equivalent linear)방법으로, 개발당시 컴퓨터의 사양으로 수행될 수 있는 

최선의 동적 비선형해석 방법이었다. 1972년 공개된 최초 버전은 강도정수 

또는 구속압을 이용하여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를 산정하였으나, 1980

년대 이후 현장 탄성파 실험이 폭넓게 보급됨에 따라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직접 입력변수로 사용하는 SHAKE91이 공개되었다[6]. 이후 윈도우즈 환

경에서 실행이 가능한 ProSHAKE등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컴퓨터 사양 및 운영체계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SHAKE에서 사용되는 등가정적해석 기법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진

시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시간영역에서 양해법(Explicit method)을 사용

하는 해석 프로그램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사례에서 부지증폭현상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5년 Mexico 

city지진이다. 고대의 호수를 매립하여 형성된 Mexico city의 하부지반은 

대부분 점토지반으로 구성되어있음에 따라, 1985년 지진시 인접 암반지역

에 비하여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계측기록이 매우 크게 증폭되어 계측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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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the earthquake motion

으며, 부지응답 효과로 단주기 지진이 지표면 자유장에서 장주기 지진으로 

변형되어 고층 건물이 매우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7]. 이와 같

은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상세부지조사와 부지응답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지응답해석 검증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Idriss는 동일

한 지반조건으로 시행된 SHAKE해석 일지라도 계측 위치에 따른 상이한 

입력지진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짐을 Loma Prieta지진 계측기록

을 이용하여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암반노두와 지표면 자유

장 지진계측기록을 동시에 획득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보고하였다[8]. 

실지진 계측기록 확보의 어려움과는 다르게,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

행하고 있는 동적원심모형시험은 부지증폭현상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비

교적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반암 가속도와 지

표면 가속도를 연직 단면내에서 동시에 계측 가능하며, 시험자가 원하는 지

진파를 입력지진으로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동적원심모형 시험결과는 현

재 보급되고 있는 부지응답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한 최적의 기준자료

로 활용가능하다.

부지응답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입력지진 계측지점의 경계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용

자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해석 또는 검증을 시행함에 따라 예기치 

않는 해석 오차를 얻게 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동적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부지응답해석 검증시 실험 계측자료로부터 

부지응답 해석을 시행하기 위한 올바른 입력지진 획득 방법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2. 지진계측 기록의 정의 및 기반암 경계조건

2.1 지진계측 기록

지반 또는 암반상 임의의 지점에서 계측된 지진 운동계측기록은 상향 전

파되는 입사파(Upward incident wave)와 하향 전파되는 반사파(Downward 

reflected wave)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진운동 계측기록은 계측

위치의 경계조건에 따라 노두운동(Outcrop motion)과 층내운동(In-layer, 

Within motion)으로 구분된다. 노두운동은 지표면과 같이 입사파

(Incident wave)의 전반사(Full reflection)가 발생하는 경계조건에서 계

측된 운동으로 입사파와 하향 반사파는 동일한 크기와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노두계측치의 1/2값은 계측지점에서의 입사파 또

는 반사파이력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 층내운동은 시간 에서 계측지점을 

상향전파하고 있는 입사파와 이전 시간에 계측지점을 상향통과 후 지표면

에서 전반사 되어 시간 에서 계측지점을 하향 통과하고 있는 하향반사파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층내운동 기록은 전파거리, 위상 및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의 합이되며, 이로 부터 입사파 또는 반사파이력을 독

립적으로 추출하는것은 불가능하게 된다.(Fig. 1)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은 지층구조에서 기반암경계면(Base rock 

boundary)은 층내운동 계측지점이 되므로 계측기록으로부터 입사파를 추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영역 부지응답해석시 사용

되는 기반암 입사파는 Fig. 1의 암반노두(Free field, Rock outcrop)에서

의 1/2 계측 기록을 추정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지진파는 기암반경계

에서 기반암 노두까지 연직전파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전파경로에 따른 

감쇠가 매우 적게 일어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SHAKE91은 

주파수영역에서 암반노두운동과 기반암경계면 층내운동간의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암반노두 계측기록으로부터 기반암경계면 입사파를 도출할 수 

있다. 만약, 지표면 자유장 인근지역에서 암반 노두계측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SHAKE91과 같은 주파수영역 부지응답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지표면 자유장 계측기록(Free field, Outcrop)으로부터 암반노두

(Free field, Rock outcrop)운동 또는 층내운동(Base rock(1), Within)기록

을 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를 Deconvolution이라 한다. 

2.2 기반암 경계조건

시간영역 부지응답해석시 입력지진이 작용하는 기반암은 하향 반사

파의 무한전파가 가능한 반무한 탄성암반(Elastic half space, Elastic 

base, Compliant base)또는 하향 반사파의 전반사(Full reflection)가 일

어나는 강체암반(Rigid base, Fixed base)으로 정의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입력지진은 기반암 입사파와 기반암 층내운동이 사용되

어야 한다[10].

우선, 기반암이 깊이 H에 위치하는 반무한 탄성암반으로 경계조건이 설

정된 경우, 시간 에서 부지응답 해석으로 얻어지는 기반암경계면 층내운

동은 입력 지진기록인 기반암 입사파와 부지응답 해석결과로 나타나는 하

향반사파의 합으로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 시간   , 깊이 H에서 기반암 층내운동


↑   : 기반암 입사파(입력지진)

↓   : 하향반사파(부지응답 해석결과)

반무한 탄성암반 경계조건에서 하향 반사파는 하부 암반으로 무한전파

가 일어나며 소멸되므로, 시간 에서 입력 지진운동은 식(1)과 무관하



동적원심모형 시험을 이용한 부지응답해석 검증시 입력지진의 결정

211

Fig. 2. Schematic diagram of ESB box in KOCED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facility

(a) Schematic diagram

(b) Dynamic mechanical system

Fig. 3. Dynamic excitation system in KOCED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facility

게 입력지진기록인 

↑ 만 작용하게 된다.

반면, 기반암이 강체암반으로 설정된 경우, 시간 에서 부지응답 해석

으로 얻어지는 기반암 경계면 층내운동은 입력 지진기록인 기반암 입사파

와 하향반사파의 합, 그리고 부지응답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하향반사파의 

합으로 식 (2)와 같다. 이때, 부지응답 해석에 의한 하향반사파는 강체암반

의 고정단 경계조건에서 위상이 역전되며 전반사가 발생하게 되므로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 

↓ 

↓   (2)

여기서, ↑   : 기반암 입사파(입력지진)


↓   : 하향반사파(입력지진)

↓   : 하향반사파(해석결과)

만약, 부지응답해석이 실제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면, 입력

지진의 하향반사파

↓ 와 해석결과로 얻어지는 하향반사파

↓ 는 동일하게 되어 소멸되므로 반무한 탄성암반의 경우와 동

일한 경계조건이 된다.
반면, 부지응답해석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하

지 못할 경우 소멸되지 못하는 하향반사파는 경계면에서 전반사되어 시간 

에서 입력지진은 식 (3)과 같은 입력지진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  (3)

여기서, ↓ 
↓   : 입력지진 오차

이렇게 발생되는 입력지진운동의 오차는 시간영역에서 해석이 진행될

수록 누적되며, Mejia와 Dawson은 상기 오차 누적현상을 실제와 다른 전

단탄성계수를 가지는 모형부지에 대해서 부지응답 해석프로그램인 FLAC

과 SHAKE를 이용하여 증명하였다[9].

일반적으로 지반은 균질하지 않고, 현재까지 개발된 지반의 수치거동

모델은 동적 거동시 완벽하게 실제 지반을 재현하지 못함에 따라, 기반암

을 강체암반으로 모델링하여 시간영역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필

연적인 입력지진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영역 부지응답해석

의 경우 반무한 탄성암반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력지진

으로 사용되는 기반암 입사파는 암반노두 운동 계측치의 1/2 기록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동적 원심모형 시험

3.1 시험 장치의 구성

동적 원심모형시험에 사용되는 토조는 측벽에서 지진파의 반사를 억제

하기 위하여 지진운동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초창기 진

동대시험의 경우 강체토조(Rigid wall container)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는 토조 내부에 지진에너지가 축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미나박스

(Larminar container) 또는 등가전단보 ESB(Equivalent shear beam)로 

구성된 토조가 사용되고 있다. 라미나박스는 이론적으로 경계면에서 횡방

향 전단저항강성이 발생하지 않으며 ESB는 주변 지반과 비교적 유사

한 횡방향 전단저항강성을 발현하게 된다[10]. 본 논문에서는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에서 수행된 동적원심모형 시험 결과를 사용하

여 부지응답해석을 검증하였으며,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에

서 사용되는 토조는 ESB로 제작되어 있다. 측벽은 듀랄루민판 사이에 볼 

베어링과 고무판(Rubber separator)이 설치된 구조이다(Fig. 2). 

ESB박스 하단에는 유압 진동대가 강결되며, 진동대는 동적원심 모형시

험기 선단에 설치된 Balanced counter weight를 반력으로 사용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Fig. 3a). 전체 구조계는 Fig. 3b와 같이 스프링과 댐퍼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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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ear wave velocity profile

(b) Shear strain-shear modulus degradation curve

(c) Shear strain-damping ratio curve

Fig. 4. Shear wave velocity profile and degradation curves of shear 
modulus and damping ratio.

게 되므로 진동대의 응답은 고유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을 나타내

게 된다. 따라서, 유압 Actuator로 입력된 지진운동(Actuator command 

motion)과 ESB하단의 지진운동은 일치하지 않고 전달함수에 의해여 결정

되는 특성을 가진다[12]. 그러므로, 동적원심모형시험 결과를 시간영역 수

치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ESB하단에서 전파되는 입사파를 직접 계측

하여 입력지진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KOCED ESB박스에서 입

사파의 계측이 가능한 지점은 암반노두에 해당하는 ESB박스 최상단(Fig. 2 

①, Fig. 1 Free field(Rock outcrop))이며, ESB박스 하단 측면(Fig. 2 ②)

에서의 계측기록은 기반암 층내운동(Fig. 1 Base rock(2)(Within))을 나타

내게 된다. 현재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에서는 입력지진운동

으로 ESB박스 하단 측면에서의 가속도 계측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ESB하단으로부터 전파되는 입력 지진파가 왜곡 없이 ESB경계면

(Ball bearing and rubber separator)을 넘어 전파될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 ESB박스 측면을 통한 연직 전파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

어 입사파와 하향 반사파의 위상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전파거리에 따

른 감쇠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KOCED에서 제공하는 ESB박스 하

단 측면 계측기록은 기반암 노두운동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이로부터 입력지진의 기반암 입사파 운동은 ESB박스 하단 측면(Fig. 2 

②)에서의 계측기록의 1/2를 취하여 획득 가능하다.

3.2 지반조건 및 입력지진

지반은 상대밀도 85%, 단위중량 15.21kN/m3, 내부마찰각 43°인 건조

상태의 규사를 이용하여 사질토 지반을 묘사하였다. 원심가속도 20g 및 

40g에서 획득된 깊이별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구속압에 따라 증가하는 형

태로 Fig. 4(a)와 같으며, 규사의 동적 비선형 특성은 Fig. 4(b), (c)와 같이 

나타난다.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원심가속 중 벤더엘레먼트로 계측된 결과

이며, 동적 비선형 특성은 동일 밀도에서 조성된 건조모래 시편에 대하여 공

진주시험으로 획득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부지응답해석 검증에 사용된 

시험은 20g 및 40g의 원심가속도에서 수행되었으며, 원심가속도 20g 및 

40g하에서 폭과 너비가 각각 9.8m, 19.6m 깊이 12m, 24m인 지반을 재현

하게 된다. 입력지진으로 사용된 지진파는 원심가속도에 따라 필터링된 

Northridge지진(미국, Northridge, 01/17/94; 스테이션: Pacoima dam, 

upper left abut 104(CDMG station24207))과 Kobe지진(일본, Kobe, 

95/01/16; 스테이션 : KJMA090)이 Actuator 입력운동으로 적용되었다. 

실험시 지반운동의 계측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지표면 자유장 및 깊이별 

계측이 이루어 졌다. 실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im et. al.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13].

4. 부지응답 해석

4.1 유한차분모델

본 논문에서는 부지응답해석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양해법을 이용한 유

한차분 해석프로그램인 FLAC-3D ver5.0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는 Intel사의 Xeon X5690 CPU(3.47 GHz) 2기를 탑재하고 있다. 

지반은 육면체 솔리드 요소(Solid element)로 한변의 최대크기(Δl)는 지진

파의 파장(λ)를 고려하여 식 (4)와 같이 결정된다[14].

 ≤ 


  ≤×

  (4)

본 논문에서는 Solid요소의 최대 모서리 길이를 원심가속도 20g 및 40g

에 대하여 공히 65cm로 지반을 격자 모델링함에 따라, 최소 127m/sec, 

154m/sec의 전단파속도(vs)를 가지는 상부층에서 19.5Hz, 24Hz 이하의 

지진파가 전파 가능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본 해석에 사용된 Kobe 및 

Northridge지진파의 에너지대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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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imensional finite difference model of KOCED ESB Box

Fig. 6. Typical acceleration time histories of base rock outcrop motion(measured, deconvoluted)

Fig. 7.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base rock outcrop motion(measured, deconvoluted)

에 사용된 솔리드 요소는 원심가속도 20g, 40g하에서 각각 3,375 및 

27,000개 이다(Fig. 5). 수평방향 경계조건은 모델경계면에서 지진파의 소

산을 묘사하기 위하여 무한요소인 자유장요소(Free field element)를 사용

하였으며, 시간영역 양해법에 의한 수치적분이 가능하도록 연직, 수평 

Dash pot을 가지고 있다[15]. 

4.2 하부지반의 경계조건 및 기반암 입력지진 운동

  Fig. 4에 나타난 지반의 비선형성 거동특성은 깊이별 구속압을 고려하

여 Hardin-Drnevich모델[16]로 정의하였다. Hardin-Drnevich모델은 식 

(5)와 같이 구성되며, 참조전단변형율()은 Fig. 4(b)의 0.5max에 대응

하는 전단변형율을 구속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max  (5)

여기서,  : 전단응력, 

 : 전단변형율, 

  : 참조전단변형율(reference shear strain)

이와 같이 정의된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율 관계는 Rayleigh감쇠와 

같은 별도의 재료감쇠를 사용하지 않아도 반복하중에 대하여 입력하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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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ypical acceleration time histories of free field motion(input motion : measured acc.)

Fig. 9. Typical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free field motion(input motion : measured acc.)

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Hysteretic damping을 나타낼 수 있다.

기반암 경계조건은 식 (3)의 입력지진 오차를 배제하기 위하여 반무한 

탄성암반으로 가정하였다. 기반암 경계조건이 반무한 탄성암반으로 모델

링됨에 따라, 입력지진운동은 기반암 입사파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아래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기반암 입사파를 도출하였다. 

1) ESB하단 측면에서 계측된 가속도 이력을 기반암 노두운동으로 가정

(Fig. 2 ②)

2)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계측기록으로부터 기반암 노두운동을 도출 

(Deconvolution)

상기 (i)번 기법은 전제조건으로 앞서 3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ESB박

스 측면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향 반사파의 왜곡이 크지 않아야 한다. 그러

나, 원심가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직 전파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입력지진

가속도의 증가에 따라 인접 지반운동의 영향이 ESB에 전달되는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반면, (ii)번 기법은 SHAKE91를 이용한 등가선형해석을 수

행함에 따라 등가 전단변형율가정 등의 필연적인 오류가 내포된 기반암 입

사파가 도출된다. Fig. 6, 7은 각각 두가지 기법으로 도출된 기반암 노두운

동의 대표적인 시간이력곡선과 응답스펙트럼이며, 주파수대역 에너지가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부지응답해석 결과

부지응답 해석은 동일한 지반조건에 대하여 앞서 기술된 두 가지 기반암 

노두운동을 사용하여 시행되었으며, 해석결과로 얻어진 지표면 자유장 운

동과 동적원심모형시험 계측치의 오차 비교를 실시하였다. 부지응답해석

에 사용된 FLAC-3D와 Deconvolution에 사용된 SHAKE91은 서로 다른 

해석기법(시간, 주파수영역)을 사용함에 따라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계측

기록으로부터 도출(Deconvolution)된 기반암 노두운동기록을 입력지진

으로 사용하는 독립 검증이 가능하다.

4.3.1 입력지진 : ESB하단 측면계측 가속도 이력

Fig. 8과 Fig. 9는 원심가속도 20g, 40g에서 수행된 동적원심모형 시험

과 부지응답해석으로 얻어진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시간이력 및 5% 감쇠

비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고 있다. 원심가속도 20g에서는 실험과 부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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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cceleration time histories of free field motion(input motion : deconvoluted acc.)

Fig. 12.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free field motion(input motion : deconvoluted acc.)

Fig. 10. Peak ground acceleration difference between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test and seismic response analysis by 
ex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 results(input motion: measur-
ed acc.)

답해석 결과가 비교적 일치하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40g

에서는 부지응답해석시 부지증폭현상이 과대 평가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입력지진 가속도에 따른 동적원심모형 시험과 부지응답해석

의 지표면 자유장 최대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 오차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오차는 원심가속도와 입력지진 가속도가 커질수록 증가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4.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B박스 측면을 

통하여 연직 전파되는 하향 반사파의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4.3.2 입력지진 :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계측기록으로부터 도출 

(Deconvolution)

Fig. 11과 Fig. 12는 원심가속도 20g, 40g에서 수행된 동적원심모형 시

험과 Decovolution된 기반암노두운동을 입력지진으로 부지응답해석된 

지표면 자유장 가속도 시간이력 및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하고 

있으며, Fig. 13은 입력지진 가속도에 따른 오차변화를 나타낸다. Fig. 13

으로부터 Deconvolution된 기반암 노두운동을 입력지진으로 사용시 원심

가속도 증가에 따라 ESB박스 측면으로 연직 전파시 발생되는 하향 반사파

의 오차를 제거할 수 있으나, 입력지진 가속도 증가에 따른 오차는 크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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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ak ground acceleration difference between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test and seismic response analysis by 
ex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 results(input motion: decon-
voluted acc.)

Fig. 14. Typical pseudo spectral acceleration difference between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test and seismic response
analysis by ex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 results

(a) input motion : measured acc.

(b) input motion : deconvoluted acc.

Fig. 15. Spectral acceleration error with base rock input acceleration

소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진시 지반의 비선형거동을 수치해석으

로 모델링함에 있어 SHAKE91의 Deconvolution시 발생하는 등가전단변

형율 가정오류와 FLAC-3D를 이용한 부지응답해석시 전단변형율이 증가

함에 따라 Hardin-Drnevich모델이 실제 지반보다 감쇠비를 크게 평가[17]

하여 부지증폭현상효과를 경감시킴에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4.3.3 스펙트럼 오차

본 논문에서는 Fig. 14와 같이 나타나는 원심모형시험과 부지응답해석

의 스펙트럴 가속도 차이를 식 (6)과 같이 정의하여 살펴 보았다.






ln  ln (6)

여기서,  : 스펙트럴 가속도 오차 제곱의 합(Spectral Error)

ln [1], ln [2] : 센트리퓨지 및 수치해석의 자유장 스펙트

럴 가속도

 : 데이터의 수 

Fig. 15는 입력지진 가속도에 따른 스펙트럴 가속도오차(SE)를 나타내

고 있다. 이로부터 Deconvolution된 기반암 노두운동을 입력지진으로 사

용할 경우 부지응답해석시 주파수대역 오차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적원심모형시험결과를 이용한 부지응답 해석프로그

램의 검증시 입력지진 경계조건 및 계측방법이 부지응답해석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원심가속도 20g 및 40g에서 시행된 동적원

심모형시험결과를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3D를 사용하여 비교

하였으며, 기반암 경계조건은 경계조건에 따른 입력지진 오차누적을 제거

하기 위하여 반무한 탄성암반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때, 부지응답해석에 사용된 입력지진은 ESB박스 하단 측면 계측운동

과 지표면 자유장 계측기록으로부터 등가선형해석프로그램인 SHAKE91

으로 도출된(Deconvolution) 운동을 기반암 노두운동으로 사용하였다. 최

종적으로 상기 두 개의 입력지진을 사용한 부지응답해석 결과로부터 동적

원심모형 시험에서 기반암 노두운동 계측시 발생 가능한 오차원인을 다음

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1) 원심가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SB측면으로 전파되는 지진파의 연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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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거리는 증가되며, 이에 따른 하향반사파의 왜곡은 기반암 노두운동의 

계측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2) 입력지진가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반운동의 영향이 ESB에 전달되어 

기반암 노두운동 계측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부지응답 해석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서는 기반암입력지진을 지표면 자유장 계측기록으로부터 도출(Deconvolu-

tion)하여 원심가속도의 영향을 제거 가능하나, 입력지진 가속도의 증가에 

따른 오차 제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측기법을 도입해야함을 알 수 있다.

/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REFERENCES /

1. Kanai K. Relation between the nature of surface layer and the 

amplitude of earthquake motions. Bulletin, Tokyo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1951;30:31-37.

2. Rosset JM, Whitman RV. Theoretical background for amplification 

studies. Research Report No. R69-15, Soils Publication No. 23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1969; p.21-43.

3. Lysmer J, Seed HB, Schnabel PB. Influence of base-rock characteristics 

on ground response.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1971;61(5):1213-1232.

4. Duke CM, Leeds DJ. Site characteristics of southern california 

strong-motion earthquake stations. Special Publication 38. Report 

No. 62-55(Reprinted). Dept. of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les; c1972; p.4-17.

5. Schnabel PB, Lysmer J, Seed HB. SHAKE, A computer program for 

earthquake response analysis of horizontally layered sites. Report 

No. EERC 72-12. EERI. UC Berkeley; c1972; p.3-4.

6. Idriss IM, Sun JI. User’s manual for SHAKE91, Center for Geotechni-

cal Modeling.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alifornia; c1992; p.1-2.

7. Vucetic M, Dobry R. Effect of Soil Plasticity on Cyclic Response. 

Journal of Geotechnical Engineering. ASCE. 1991;111GT(1):89–107.
8. Idriss IM. Assessment of site response analysis procedures. Report 

No. NIST GCR 95–667. NIST; c1995; p.16-17.

9. Mejia LH, Dawson EM. Earthquake deconvolution for FLAC. 

Proceedings of 4th International FLAC Symposium on Numerical 

Modeling in Geomechanics. Madrid. Spain. ISBN 0-9767577-0-2; 

c2006; p.4-10.

10. Lee SH, Choo YW, Kim DS. Performance of an equivalent shear 

beam (ESB) model container for dynamic geotechnical centrifuge 

tests.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2013;44:102-114.

11. Ilankatharan M, Kutter BL. Modeling input motion boundary 

conditions for simulations of geotechnical shaking table tests. 

Earthquake Spectra. 2010;26(2):349-369.

12. Joyner WB, Chen ATF. Calculation of Nonlinear Ground Response in 

Earthquakes. Bulletin of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1975; 

65(5):1315–1336.
13. Kim DS, Lee SH, Choo YW, Rames D. Self-balanced earthquake 

simulator on centrifuge and dynamic performance verification.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3;17(4):651-661.

14. Kuhlemeyer RL, Lysmer J. Finite element method accuracy for wave 

propagation problems. Journal of Soil Mech. & Foundations. Div. 

ASCE. 1973;99SM(5):421-427.

15. Lysmer J, Kuhlemeyer RL. Finite dynamic model for infinite media,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1969;95EM(4):859-877.

16. Hardin BO, Drnevich VP. Shear modulus and damping in soils: 

design equation and curves, Journal of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Division. ASCE. 1972;98(7):667–691.
17. Ishihara K. Soil Behaviour in Earthquake Geotechnic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ISBN 0-19-856224-1; c1995; 

p.36-3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