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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Permanent deformation plays a key role in performance bas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In order to estimate permanent deformation 

after earthquake, it is essential to secure reliable response history analysis(RHA) as well as earthquake scenario. This study focuses on 

permanent deformation of an inverted T-type wall under earthquak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separate parts. The first one is on the 

verification of RHA and the second one is on an effect of input earthquake motion. The former is discussed in companion paper and the 

latter in this pap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 input earthquake motion on the permanent deformation, three bins of spectral 

matched real earthquake records with different magnitude, regions, epicentral distance are constructed.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verified RHA through the companion paper for each earthquake records in the bins. The most influential parameter affecting 

permanent displacement is magnitude. The other parameters describing earthquake motion are not significant enough to increase 

permanent displacement of the inverted T-type wall except for energy related parameters(AI, CI,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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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연구동향

지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지진시 추가로 작용되는 지진력에 대하

여 구조물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진시 고려되

는 추가 지진력은 해당시설물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지진가속도(설계지진

가속도)를 기반으로 지진계수(Seismic coefficient)로 표현되며, 이렇게 

산정된 지진력을 정적 추가 하중의 형태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것이 지금까

지의 일반적인 내진설계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해당시설물의 설계지

진가속도는 구조물의 중요도를 고려한 결정론/확률론적 지진재해분석을 

통해 최대가속도로 정의되며 주파수 성분, 지속시간, 진동반복횟수 등을 포

함하는 지진파의 기타 특성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진설

계절차는 유사정적설계(Pseudo-static anaylsis)로 알려져 있으며, 1990

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 내진설계기준의 표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지반구조물 내진설계에 있어서 성능기반(Performance based)내진설

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Kobe지진으로 알려진 1995년도 일본 효고현 

남부 대지진 이후이다. 당시, 유사정적설계가 적용된 Kobe항 항만시설물

들의 피해사례 조사결과 대형지진에 대하여 지반구조물의 손상(잔류변위)

을 억제하는 방식의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일정량의 손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설계개념 전환이 시작되었다[1]. 시

설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 시행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행조건을 만족

하여야 하는데 첫째, 시설물 이해당사자간의 성능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야하며, 둘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응답예측은 실험적인 기법과 해석적

인 기법으로 가능하나,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은 검증된 수

치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검증된 수치해석은 지진하중으로 인한 잔류

(영구)변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액상화 현상을 포함한 지반의 동적 비선형

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반논문[2]에서는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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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t of the domestic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4.8~5.2) from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abase 

- BIN#1

No. Event Date Epicenter
Nearest 

Rock Outcrop Station

Epicentral

Dist. (km)

PGA (g)

(Direction)
ML

1 2003/3/20 35.00N 124.60E HUK2 34.69N 125.45E 37.4 0.0116 (EW) 4.9

2 2003/3/30 37.80N 123.70E BRD 37.98N 124.71E 91.5 0.0019 (NS) 5.0

3 2004/5/29 36.80N 130.20E ULJ2 36.70N 129.41E 71.4 0.0053 (NS) 5.2

4 2007/1/20 37.68N 128.59E DGY2 37.69N 128.67E 7.5 0.1254 (NS) 4.8

5 2013/4/21 35.16N 124.56E HUK2 34.69N 125.45E 96.7 0.0017 (NS) 4.9

6 2013/5/18 37.68N 124.63E DEI 37.26N126.10E 138.4 0.0054 (NS) 4.9

7 2014/4/1 36.95N 124.50E GBI 36.63N 125.56E 101.0 0.0067 (NS) 5.1

적용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동적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된 수치해석프로그램의 적용시 지반구조물의 잔류변위 예측을 위

하여,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입력 지진파의 영향이다. 유사정적해석

과는 다르게, 응답이력해석(RHA, Response History Analysis)의 경우 최

대입력가속도 외 기타 지진파의 비정상특성(Non-stationary characteristics)

이 잔류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따라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

족시키는 지진파일지라도 잔류변위 예측 결과가 달라지는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물  내진설계분야에서는 비선형해석

을 위한 지진기록군(群, Bin) 조합에 따른 잔류변위 영향연구가 활발히 진

행 중인 반면[5], 지반구조물의 경우 아직까지 유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반논문[2]에서 검증된 수치해석기법을 기반으로 입력

지진군의 선택에 따른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 영향정도를 검토하고자 한

다. 사용된 입력지진군은 우리나라 내진설계에서 목표로 하는 지진규모

(ML) 5.1 ~ 6.5범위의 외국 실지진 계측기록. 현재 확보 가능한 국내 계기지

진기록 중 지진규모(ML) 4.5이상의 계측자료, 그리고 동일규모의 외국 계

측기록을 우리나라 등재해 스펙트럼(UHS, Uniform Hazard Spectrum)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 확률론

적 지진재해분석(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으로 구

축된 UHS상 특정 주기의 가속도 값은 단일 지진파형이 아닌 여러 지진파

형의 에너지의 합으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등재해 스펙트럼으로부터 직접 

지진파를 분해하는 것은 과다설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

부 설계기준에서는 조건부중간치스펙트럼(CMS, Conditional Mean 

Spectrum)이 제안되어 적용되고 있으나[6],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논외로 한다.

2. 지진기록의 선정

내진설계시 지진하중은 시설물 사용기간 내 올 수 있는 가장 큰 진도의 

지진(MCE, Maximum Credible Earthquake)을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지진예측관련 기

술수준은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알려진 활성단층자료와 거리감쇠식을 이용한 결

정론적 지진재해분석(DSHA, Determin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또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분석(PSHA)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지진재해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단일 지진파형이 아닌 발생 

가능한 여러 지진파의 영향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성능기반내진설계

를 위한 입력지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지진으로 분해(Deaggregation)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해과정은 조사된 활성단층

과 해당지역에서 확정된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의 

규모와 진앙거리를 만족하는 실지진 기록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7].

지진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설계기준에 RHA를 위한 지진기록 선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urocode 8[8, 9], ASCE Standard 

7-05[10]와 4-98[11], FEMA규정[12], New Zealand Standards[13], 

Italian Code[14], Greek Seismic Code[15]에서는 프로젝트 대상 부지의 

지진발생 조건이 고려된 인공지진 또는 실지진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단, New Zealand기준은 실지진 기록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ASCE 기준(1개 기록 사용가능)을 제외하면 모두 설계스펙트럼을 만족시

키는 3개 이상의 지진기록을 적용토록 하며 7개 이상의 지진기록을 사용시 

해석결과(구조물 응답)의 중간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진설계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규모 (ML 

5.1~6.5)에 상응하는 유의미한 계기지진계측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활성

단층의 정확한 위치와 단층형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Deaggregation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시설물

별 내진설계기준에서 목표로 하는 지진가속도 범위(0.07 ~ 0.154g)와 설계

지진규모(ML 5.1 ~ 6.5)는 활성단층 조사기반 지진재해분석으로 도출된 

수치가 아님에 따라 목표 가속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진앙거리가 거의 0

에 수렴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진계측기록

의 선정은 진앙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선정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설

계지진규모(ML 5.1 ~ 6.5)에 대해서는 외국의 지진기록을 포함하는 임의

의 지진기록군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지진 조합을 구성하였다.

(1) Bin #1 : 국내 계기지진 계측기록 중 상위규모 기록 (ML 4.8 ~ 5.2, 

암반노두 계측자료)

(2) Bin #2 : 국외 계기지진 계측기록 중 규모 (ML 4.5 ~ 5.3, 암반노두 

계측자료)

(3) Bin #3 : 국외 계기지진 계측기록 중 규모 (ML 5.6 ~ 6.3, 암반노두 

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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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epicenters and corresponding rock outcrop stations for the domestic strong motions(Bin #1) since instrumental recording 

is commenced

2.1 우리나라 계기지진 계측기록의 선정 : Bin #1

지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기지진 계측기록을 포함한 이유

는 입력지진파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진원거리 및 단층 파괴형태에 따른 

지진파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록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향후 규모

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유사한 지진파 파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국내 지진기록은 Table 1과 같으며, 진앙과 계

측지점의 위치는 Fig. 1, 시간이력과 응답스펙트럼은 Fig. 2(a)(c)에 나타

내었다. 지진기록의 선정은 진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암반노두 계측기를 

선정하였으나, 2007년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측지

점이 진앙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최대지진가속도는 매

우 작은값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파의 주파수 대역은 비슷한 규모의 외국 지

진계측기록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단주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c), Fig. 3(c)). 이러한 단주기 에너지대역의 분포로 

인하여 거리에 따른 지진에너지의 감쇠는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특징을 나

타낸다.

선정된 지진기록군(群)은 국내내진설계기준의 UHS(지진구역 I, 재현

주기 500년, 보통암(SB)지반)을 목표로 스펙트럼 매칭을 실시하였다. 스펙

매칭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이탈리아 Seismosoft사의 Seismomatch Ver 

2.1.2이며, 사용된 스펙트럼매칭 기법은 RSPMatch로 잘 알려진 시간영역 

Wavelet추가기법을 사용하고 있다[16].

Fig. 2(b)에 스펙트럼 매칭이 완료된 지진파의 시간이력을 함께 도시하

였으며, Fig. 2 (d)는 스펙트럼 매칭결과이다. Wavelet추가기법 적용시 스

펙트럼매칭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장주기 성분의 에너지가 보강되었으나, 

최대 가속도 발생시점, 주기, 에너지분포와 같은 지진파의 비정상특성은 비

교적 유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기 2초 이하에서 스펙트럼 매칭

된 지진기록군(Bin #1)의 중간값(Mean)은 목표스펙트럼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d)).

2.2 외국 계기지진 계측기록의 선정-I : Bin #2

다음의 지진기록군은 국내지진계측기록과 유사한 지진규모범위의 외

국기록이다. 지진기록의 선정은 우선 PEER(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NGA(Next Generation Attenuation 

Relationship for Western US)-West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1절에

서 설명한 국내내진설계기준의 UHS와 가장 유사한 지진기록을 선정하였

다. 선정기록은 미국 캘리포니아 암반노두 계측기록으로 제한하였다. 선정

과정에 있어서 Bin #1과 마찬가지로 단층파괴형태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선정된 지진기록을 Table 2에 수록하였다. Bin #1과 유사한 규모

의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장주기 에너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Fig. 2(c)), 지진의 주기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Fig. 3(a)). 

이렇게 선정된 기록을 Bin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펙트럼 매칭을 실시한 

결과를 Fig. 3(b)(d)에 수록하였다. 원본 지진기록의 장주기 성분으로 인하

여 매칭된 스펙트럼 중간값의 일치도는 Bin #1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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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nmatched and  matched domestic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4.8~5.2) from KMA database, Bin #1

Table 2. Set of the international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4.5~5.3) from PEER NGA WEST-2 database - BIN#2

No.
Event

Year
Fault Type

Rock outcrop Station

(Vs30, m/s)

Rjb(km)

Rrup(km)
PGA (g) ML

1 1957 R Golden Gate Park (874)
9.7

11.0
0.082 5.3

2 1970 RO Cedar Springs, Allen Ranch (813)
17.4

19.4
0.041 5.3

3 1974 SS Gilroy Array #1 (1428)
10.0

10.5
0.101 5.1

4 1994 R LA - Griffith Park Observatory (1015)
18.5

21.7
0.032 5.3

5 2001 NO Agave Hill (760)
16.5

20.8
0.139 4.9

6 2005 SS Pinon Flats Observatory, Ca, Usa (763)
12.8

19.6
0.461 5.2

7 2006 SS Taylor Mountain (760)
6.4

9.0
0.027 4.5

Fault type : R(Reverse) RO(Reverse Oblique) SS(Strike Slip) R(Reverse) NO(Normal Oblique) SS(Strike Slip)

Rjb : Closest horizontal distance to rupture plane

Rrup : Closest distance to ruptur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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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matched Acc. hitories (b) Spectral matched Acc. hitories

(c) Unmatched response spectra (d) Matched response spectra

Fig. 3. Unmatched and  matched international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4.5~5.3) from PEER NGA-WEST2 database, Bin #2

2.2 외국 계기지진 계측기록의 선정-II : Bin #3

마지막 지진기록군은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규

모(ML) 5.1 ~ 6.5에 해당하는 외국 계기지진 계측기록군이다. 유사규모의 

국내 계기지진계측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진기록의 선정은 Bin #2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외 대만, 이탈리아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Bin #1과 비교시 규모차이로 인하여 장주기 에너

지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진앙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최대 가

속도값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선정된 지진기록을 Table 3에 수록하였으

며, 선정된 기록으로 스펙트럼 매칭을 실시한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3. 입력 지진기록에 따른 역 T형 옹벽의 잔류변위 변화

본 논문에서는 입력지진의 선택에 따른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옹벽 상

단 수평변위 기준)영향 검토를 위하여 동반논문에서 검증된 수치해석 모델

을 사용하였다[2]. 수치해석 모델, 경계조건, 지반물성치 등 모든 제반조건

은 동반논문에서 검증시 사용된 조건과 동일하며, Fig. 5와 같다. 2절에서 

선정한 지진기록군은 반무한 탄성암반으로 모델링된 최하단부에 응력이력

으로 변환하여 가진되었다[17],[18].

본 논문에서 사용된 높이 5.4 m 역T형 옹벽의 지진시 성능목표는 옹벽

벽체 최상단 수평잔류변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치

해석으로 얻어진 입력지진별 수평잔류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

어진 수평변위 이력 중 Fig. 6은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해석결과 모두 비슷한 잔류변위 발생 양상을 나타낸다. 

사용된 모든 입력지진이 목표 UHS를 대상으로 매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잔류변위 분포는 약 4 ~ 25cm로 매우 큰 분산을 나타내었다(Table 4). 

본 논문에서는 수평잔류변위에 대한 지진파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

기 위하여 총 22개의 지진운동매개변수(Ground motion parameter)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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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t of international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5.6~6.3) from PEER NGA WEST-2 database - BIN#3

No.
Event

Year
Fault Type

Rock outcrop Station

(Vs30, m/s)

Rjb(km)

Rrup(km)
PGA (g) ML

1 1979 SS Coyote Lake / Gilroy Array#1 (1428)
10.2

10.7
0.089 5.7

2 1984 SS Morgan Hill / Gilroy Array#1 (1428)
14.9

14.9
0.066 6.2

3 1987 RO Whittier Narrows / LA-Wonderland Ave (1222)
23.4

27.6
0.042 6.0

4 1991 R Sierra Madre / Vasquez rocks park (996)
37.6

39.8
0.249 5.6

5 1999 R Chi-Chi, Taiwan / CHY102 (845)
62.5

63.3
0.051 6.3

6 2004 SS Parkfield / Parkfield turkey flat#1 (906)
4.7

5.3
0.100 6.0

7 1984 N Umbria, Italy / Gubbio (922)
14.7

15.7
0.020 5.6

(a) Unmatched Acc. hitories (b) Spectral matched Acc. hitories

(c) Unmatched response spectra (d) Matched response spectra

Fig. 4. Unmatched and  matched international strong motion records with rock outcrop (ML 5.6~6.3) from PEER NGA-WEST2 database, B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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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ield Boundary

Dry Sand

Mohr-Coulomb (Non-associative flow rule)

Retaining Wall

Base (Elastic)

24.55 m

9.6 m 7.675 m

16.775 m

Fig. 5. Numerical model (Finite difference model in FLAC 3D)

Fig. 6. Command motions and  horizontal displacement histories 

at the top of the wall stem for the representative analysis

Table 4. Summary of residual horizontal displacement at the top of the wall stem

Bin #1 Bin #2 Bin #3

EQ. No Residual disp. (cm) EQ. No Residual disp. (cm) EQ. No Residual disp. (cm)

1 6.5 1 6.6 1 15.9

2 8.5 2 8.2 2 17.8

3 6.6 3 4.0 3 11.1

4 6.2 4 10.1 4 8.1

5 6.8 5 12.9 5 25.8

6 9.6 6 8.1 6 11.8

7 6.2 7 7.6 7 8.9

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다른 입력지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위를 나타낸 Bin#3 – No5는 1999년 발생한 대만 Chi-Chi지진의 여진으

로, 다른 지진기록과는 발생이력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사용된 매

개변수들과 각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5에 수록하였다. 

Fig. 7은 옹벽 최상단 수평잔류 변위와 지진운동매개변수와의 상관관계

이다. 총 22개의 매개변수 중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는 지

진규모(Magnitude, ML)로 지진규모에 비례하여 잔류변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장 큰 잔류변위가 발생한 특이치(BIN#3, Earthquake 

No. 5)를 제외할 경우 지진에너지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들인 CAV와 진도

관련 매개변수인 AI, CI, SEI가 비교적 잔류변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매개변수들 모두 진동반복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는 지진에너지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로, 지진시 구조물손상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변수들이다. 반면, 댐(콘크리트, 락필)의 손

상지표로 활용을 위하여 제안된 VSI, ASI는 특정주기대역의 에너지를 나

타내는 지표이나[26], 본 연구에 적용된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와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옹벽(0.21s)과 댐

(0.6~2.3s)의 공진주기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SMA, SMV, A95, EDA, Significant 

duration등 지진파의 형상에 관련된 항목 또한 본 논문에서 검토한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지진기록군

의 영향을 살펴보면, 유사한 지진규모를 가지는 Bin#1과 Bin#2 중 Bin#1

의 잔류변위 분산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CAV, CI의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Bin#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진기록별 지진파의 총 에너지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간영역 비선형 수치해석을 이용한 성능기반내진설계

시 입력지진파의 선택에 따른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동일한 목표스펙트럼으로 매칭된 입력지진이라도 최대 5배의 잔

류변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우 큰 해석결과의 분산으로, 

해석기법과 입력물성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심도 깊은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력지진으로 사용된 지진기록군에 대해서 총 22개의 지진운동매개변

수 분석결과, 역T형 옹벽의 지진 후 잔류변위와 가장 명확한 상관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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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st of ground motion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Ground motion parameter Unit Formular / Description Ref.

Magnitude ML

Peak acceleration g max

Peak velocity cm/s max

Peak displacement cm max

Vmax/Amax s


max

max

RMS acceleration g 





 


 



RMS velocity cm/s 





 


 



RMS displcament cm 





 


 



Arias intensity(AI) cm/s


 


∞

 [19]

Characteristic intensity(CI) 
s






[20]

Specific energy intensity(SEI) 


 



Cumulative absolute velocity

(CAV)
cm/s 



 

 [21]

Acceleration spectrum intensity

(ASI)
g-s 







  [22]

Velocity spectrum intensity

(VSI)
cm 







  [22]

Housner intensity(HI) cm 




  [23]

Sustained Max. acceleration*

(SMA)
g

The sustained max. acceleration or velocity during 3 cycles

Defined as the third highest absolute value of acceleration or velocity in the time-history
[24]

Sustained Max. velocity(SMV) cm/s same above [24]

Effective design acceleration

(EDA)
g Peak acceleration value after lowpass filtering with a cut-off frequency of 9Hz [21]

A95 parameters** g The acceleration level below which 95% of the total Arias intensity is contained [25]

Predominant periods s

Significant duration*** s
The interval of time over which a proportion(percentage) of the total Arias Intensity is 

accumulated

Epicentral distance km

where,  acceleration;  velocity;  displacement; 

 period; 


, 


 spectral acc. and velocity, respectively;  pseudo spectral velocity; 

damping ratio

*In order for an absolute value to be considered as a "maximum", it must be larger than values 20 steps before and 20 steps after

**If the entire accelerogram yields a value of AI equal to 100, the A95 parameter is the threshold of acceleration such that integrating all the values of the 

accelerogram below it, one gets an AI=95.

***Default is the interval between the 5% and 95% thresholds

타내는 영향인자는 지진규모(ML)로, 지진규모에 비례하여 잔류변위가 확

연히 증가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국내 계기지진계측기록군은 동일 규모

의 국외기록군 대비 적은 에너지량을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잔류변위가 적

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잔류변위 분산에 있어서 국내 계기지진

계측기록군(Bin#1)이 다른 기록군(Bin#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내는 것은 계측범위가 비교적 협소한 면적(한반도)에 국한된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기 결론은 특정 조건의 역T형 옹벽의 거동에 

대한 결론으로 향후 다른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있는 성능기반내진설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진

설계기준에서 목표로 하는 지진규모와 국내계기지진기록 특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지진기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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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lation between residual horizontal displacement and ground mo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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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로 내진설계기준에서 목표로 하는 지진규모와 설계지진가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진앙거리와 활성단층간의 상관관계 규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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