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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e companion paper (I – Database and Site Response Analyses), site-specific response analyses were performed at more than 300 

domestic sites. In this study, a new site classification system and design response spectra are proposed using results of the site-specific 

response analyses. Depth to bedrock (H) and average shear wave velocity of soil above the bedrock (VS,Soil) were adopted as parameters 

to classify the sites into sub-categories because these two factors mostly affect site amplification, especially for shallow bedrock region. 

The 20 m of depth to bedrock was selected as the initial parameter for sit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trend of site coefficients obtained 

from the site-specific response analyses. The sites having less than 20 m of depth to bedrock (H1 sites) are sub-divided into two site 

classes using 260 m/s of VS,Soil while the sites having greater than 20 m of depth to bedrock (H2 sites) are sub-divided into two site classes 

at VS,Soil equal to 180 m/s. The integration interval of 0.4 ~ 1.5 sec period range was adopted to calculate the long-period site coefficients 

(Fv) for reflecting the amplific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geological condition. In additi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depth to bedrock 

reported for Korean sites was also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site coefficients for H2 sites to incorporate sites having greater than 30 m 

of depth to bedrock.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ite coefficients and rock shaking intensity were proposed and then subsequently 

compared with the site coefficients of similar site classes suggested in other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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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최초의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

한 규칙’[1]에 내진설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시작되었다. 당시로는 최

신의 내진설계기준이었던 미국의 ATC3-06 (1978)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후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준(Korean Building Code, KBC)[2]이 고시

되기까지 큰 틀의 변동 없이 적용되었다[3]. KBC 2005는 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 2000)[4]의 내진설계개념을 대폭 수용하였다. 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로 표현되던 설계지진은 IBC 2000 이후 최

대고려지진(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인 재현주기 

2,4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에 대한 2/3 값이 설계지진으로 정의되었

다. KBC 2005는 IBC 2000의 설계지진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재현주

기 2,4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는 내진설계기준연구(II)[5]의 설계지

진인 재현주기 500년 지진 유효지반가속도의 2배에 해당하고 이것의 2/3

에 해당되는 설계지반가속도는 재현주기 500년 지진 유효지반가속도의 

1.33배가 된다. 즉, KBC 2005에서 기준이 되는 설계지반가속도(중요도계

수 1.0인 구조물)는 내진설계기준연구(II)의 기준 설계지진인 재현주기 

500년 지진에 비해 1.33배 증가하게 된다. 내진 특등급 구조물에 해당하는 

중요도 계수 1.5를 적용하면 내진설계기준연구(II)의 재현주기 2,400년 지

진의 유효지반가속도와  값이 같아진다[6].  KBC 2009에서는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계수로 재현주기 2,400년 지진위험도로 정의된 MCE 지진의 유

효지반가속도를 활용하도록 수정하였으나, 설계지진하중 자체에 큰 변화

는 없도록 하였다. 

도로교설계기준[7, 8]은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 시 구조물의 진동주기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0권 4호 (통권 제110호) | July 2016

246

Table 1. Site classification system and site coefficients in current seismic code [9]

Site class Description VS,30 (m/s)
Seismic region I Seismic region II

Fa Fv Ca Cv Fa Fv Ca Cv

SA Hard Rock VS,30  1500 0.82 0.82 0.09 0.09 0.71 0.71 0.05 0.05

SB Rock 760 ≤ VS,30  1500 1.00 1.00 0.11 0.11 1.00 1.00 0.07 0.07

S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760 1.18 1.63 0.13 0.18 1.14 1.57 0.08 0.11

SD Stiff soil 180 ≤ VS,30  360 1.45 2.09 0.16 0.23 1.57 2.29 0.11 0.16

SE Soft soil VS,30  180 2.00 3.36 0.22 0.37 2.42 3.29 0.17 0.23

SF Requires site-specific evaluation

2/3승에 반비례(1/T
2/3

)해서 스펙트럴 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를 

감소시킨다. 구조물 주기에 반비례(1/T)해 감소하는 내진설계기준연구(II)

에 비해 이는 장주기 구조물에 대해 보수적인 하중을 산정토록 한다. 설계응

답스펙트럼 작성 시에는 지반종류 별로 하나의 지반계수(S)를 활용하고 최

대 스펙트럴 가속도를 설계지반운동의 최대 2.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

여, 지반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스펙트럴 가속도가 같도록 하였다. 단주기, 

장주기 두 증폭계수로 지반종류에 따라 최대 스펙트럴 가속도를 달리 정의

하는 내진설계기준연구(II)와 KBC 기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연구(II)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명시한 내진설계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내진설계기준연구(II)는 제정 당시 법제화되지 않아 앞서 언급한 KBC 기

준, 도로교설계기준과 같이 시설물에 따라 그 기준을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

할 시 설계지진하중 등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시설물에 따라 설계

지진하중 표현방법이 다름은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 설계 실무자

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설물에 따라 산정

되는 설계지진하중의 정량적 수준이 불일치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근

본적으로는 공통된 설계지진하중 산정법이 기반 되었을 때 기대되는 내진

설계기법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2013년 신설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4항)에서는 내진설계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목표와 내진설계기준 별로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의 고시를 법제화하였고, 동법 시행령(제

10조의2)을 통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으로 지반분류체계와 설계응

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을 명시하였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1997년 이후 약 20년 동안 이어져온 

국내 내진설계기준과 지반증폭 특성 불일치로 인한 문제(동반논문 I)와 시

설물 별 내진설계기준의 공통적용사항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

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고시를 통해 국가 내진설계기준 체계화, 실

무 효율성 증대, 설계기술 고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반논문(I – 데이터베이스 및 지반응답해석)에서는 국내 지반의 증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는 지반분류체계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제안을 위해 

국내 지반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지반조사자료와 다양한 입력지진파를 

확보하여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현행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반논문(I)에서 수행된 지반

응답해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지반의 지진 시 증폭특성에 적합한 지반

분류체계 및 이에 대응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기준 및 선행연구 분석

2.1 내진설계기준연구(II)

내진설계기준연구(II)[5]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반분류체계는 상부 30 

m 지반의 평균 지반특성을 활용하는데 활용되는 지반정수로는 전단파속

도(Shear Wave Velocity, VS),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SPT-N치), 비

배수 전단강도(Undrained Shear Strength, SU)가 있다. 상부 30 m 지반의 

평균 전단파속도인 VS,30의 계산은 지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식 (1)을 이

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이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SF지반을 제외한 5개의 지반종류로 지반을 분류할 수 있다. 




  





     (1)

여기서, di와 VSi는 각각 지표면 하부 30 m까지의 i번째 토층의 두께(m)와 

전단파속도(m/s)이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정량화된 지진하중을 의미하는 스펙트럴 가속도를 

구조물의 주기에 따라 나타낸 설계응답스펙트럼(Design Response 

Spectrum, DRS)은 단주기 지진계수(Ca) 및 장주기 지진계수(Cv)를 토대

로 작성된다. Ca, Cv는 지역계수(Z)와 단주기 증폭계수(Fa), 장주기 증폭계

수(Fv)의 곱으로 각각 결정되는데, 지역계수는 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설

계지반운동 수준을 행정구역(지진구역 I, 지진구역 II)에 따라 제시한 값이

다. 국내 지진구역 I (Z=0.11 g)과 지진구역 II(Z=0.07 g)에 대한 각 지반종

류 별 지진계수와 증폭계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재현주기가 다른 지

진에 대해서는 각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Ca, Cv를 

산정한다. 2013년 소방방재청[10]에서는 새로운 국가지진위험지도와 함

께 위험도계수를 공표하였는데 재현주기 별 위험도계수는 내진설계기준

(II)에 제시된 계수와 동일하나 Table 2와 같이 4,800년에 대한 위험도계수

가 추가되었다. Table 1에 제시된 지반종류 별 하나의 Ca, Cv는 지진 재현주

기 증가 시 위험도계수를 통해 지반운동수준의 선형적 증가를 고려하나, 지

반운동수준 증가에 동반되는 지반의 비선형 증폭특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지반종류와 재현주기에 따른 Ca, Cv가 결정되면 Fig. 1과 같이 설계응답스

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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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ce factor (I) [10]

Return 

period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I 0.4 0.57 0.73 1.0 1.4 2.0 2.6

Fig. 1. Standard design response spectra in Korea [5]

2.2 선행연구 분석

미국 NEHRP 1994[11]에서는 Mexico 지진(1985)과 Loma Prieta 지

진(1989) 계측 기록, 관련한 지반응답해석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연약지반

을 지반분류에 새로이 추가하였고, VS,30을 활용한 지반분류방법을 처음으

로 도입하였다. NEHRP 1997[12]에서는 장주기 증폭계수와 함께 단주기 

증폭계수를 활용한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후 성능기반설계법 도입에 따른 설계지반운동에 대한 개념 변화, 장주기 영

역 재 정의를 위한 통제주기(Long-period Transition Period, TL) 추가 등

[13, 14] 일부 변화에 더불어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IBC 2012[15])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의 미국 내진설

계기준은 강진 지역인 서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서부해안지

역은 기반암이 지표면 수백m 하부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 전단파속도로 대

변되는 지반의 강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기반암에 이르는 지역이다. 동반

논문(I)에서 논한 바와 같이 30 m 이내에 공학적 기반암(Engineering 

Bedrock)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토사층과 암반 간의 강성 차가 매우 큰 지

역에서 VS,30을 활용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IBC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미국 동부지역 역시 서부해안지역과 달리 기반암이 얕은 깊이에 존재하

여 IBC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중 동부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 뉴욕시의 내진설계기준 개선과 관

련된 연구의 결과로 해당 지역의 지반조건을 고려한 지반분류법이 제안되

었다[16]. 제안된 지반분류법에서는 지반을 기반암 깊이 100 ft (30.48 m) 

미만 또는 이상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기반암이 100 ft 이상으로 깊은 

지반에 대해서는 IBC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중점이 되는 100 ft 이하 얕은 

깊이에 기반암이 분포하는 지반에 대해서는 암반을 포함하지 않고 토층만

의 평균 전단파속도(Average Shear Wave Velocity of Soil above Bedrock, 

VS,Soil)를 활용하여 지반을 분류하였고, 그에 따른 증폭계수를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설계기준인 Eurocode 8[17]은 지반분류법으로 VS,30을 활

용하고 있는데 이는  IBC 기준과 동일하다. Eurocode 8의 지반분류에서 주

목할 만한 사항은 얕은 기반암 특성을 별도로 고려한 E 지반이다. E 지반은 

기반암 상부에 토층의 두께가 5 ~ 20 m이며, VS,Soil이 360 m/s 미만인 지반

으로 정의되는데,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의 지반을 별도로 고려하고 VS,30

이 아닌 VS,Soil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IBC 기준 

및 국내 내진설계기준연구(II)이 Fa, FV 두 종류의 증폭계수를 이용하여 작

성하는데 비해 Eurocode 8은 하나의 지반계수(soil factor, S)를 활용한다. 

단주기 대역에서 최대증폭구간(A Region of Constant Spectral Acceleration)

을 제어하는 통제주기(TB, TC)의 경우 내진설계기준(II)와 같이 단주기, 장

주기 증폭계수(혹은 지진계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반종류에 

따른 값 자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IBC의 TL과 같이 통제주기, TD를 도입

하여 장주기 구조물의 설계지진하중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18]에서는 지반을 전단파속도만 사용하여 

분류하는데 이 경우 VS,30이 아닌 상부 20 m 지반의 평균 전단파속도인 VS,20

을 활용하고 있다. VS,20을 활용한 지반분류 시에도 IBC, Eurocode 8, 내진

설계기준연구(II)에서 매우 단단한 지반부터 연약한 지반까지 지반 구분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180, 360, 760 m/s (Eurocode 8은 800 m/s)가 아닌 

140, 250, 500 m/s를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 절과 동반논문(I)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국내 내진설계기준은 미국에

서 개발된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IBC 기준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내진설계기준은 자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적용성 문제

가 대두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

합과 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내진설계기준은 IBC 기준과 유사

한 부분이 있으나, 자국의 지반 증폭특성에 적합하도록 지반분류방법을 개

선하고 그에 따른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내진설계기준에 반영하였다. 우리

나라도 한반도 지반의 증폭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방법과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기준화할 필요가 있다. 

2.3 지반증폭 영향요소

내진설계 시 지반분류에 따라 설계지진하중을 달리 고려하는 것은 지반

증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Fig. 2와 같이 지진원에서 전파되어 기

반암에 이른 지진파(Bedrock Motion)는 기반암 상부 지반에서 증폭(Site 

Amplification)되어 지표면에 증폭된 하중(Free-field Motion)으로 작용

한다. 지반증폭은 주파수영역 해석에서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통해 고려할 수 있는데 전달함수는 Fig. 2에서와 같이 기반암까지의 깊이

(Depth to Bedrock, H)와 기반암 상부 지반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의 

함수로 간략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17]. VS,Soil은 아래 식 (2)를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Di와 VSi는각각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두께(m)와 전단파

속도(m/s)이다.

국내와 같이 기반암 분포 깊이가 30 m 이내로 얕은 지역은 지반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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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ctors affecting site amplification and its determination by field seismic tests 

(a) Short-period site coefficient, Fa

(b) Long-period site coefficient, Fv

Fig. 3. Site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corresponding site periods 

(0.154 g)

기반암까지 수행될 수 있고, 현장 탄성파시험을 활용한 기반암 상부 지반의 

전단파속도 획득이 가능하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반증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인 기반암 깊이와 VS,Soil 획득이 가능한 국내 지반

은 VS,30이 아닌 기반암 깊이, VS,Soil를 활용한 지반분류방법이 강력한 대안

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와 같이 기반암이 

얕게 분포하는 지반특성을 갖는 국가들은 이미 30 m 이내의 얕은 기반암 깊

이와 VS,Soil을 지반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방법으로 기반암 깊이

(H),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증폭계수를 활용한 지반분류체계 제안

동반논문(I)에서 수행된 지반응답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본 장에서는 국

내 지반의 증폭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체계 및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제안

하고자 한다. 동반논문(I)에서는 국내 300개 지반에 대해 8개의 입력지진

파, 4개의 지진세기를 활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0.110 g, 

0.154 g, 0.220 g, 0.286 g 4개의 지진세기에 따라 300개 각 지반의 평균 단

주기 증폭계수(Short-period Site Coefficient, Fa), 장주기 증폭계수

(Long-period Site Coefficient, Fv)를 아래 식 (3)을 활용하여 획득하였다

(Fa의 경우 a = 0.1, b = 0.5, Fv의 경우 a = 0.4, b = 2.0). 지진세기에 따른 

300개 각 지반의 평균 Fa, Fv는 하나의 지반에 입력된 8개 지진파에 대해 도

출된 각 8개 Fa, Fv의 평균을 의미한다. 도출된 평균 Fa, Fv의 경향과 전체 지

반의 분포특성 등에 근거하여 국내 지반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체계를 제

안하고자 하였다. 

 
 






 










    (3)

3.1 기반암 기준 깊이(H) 

재현주기 1,000년 지진의 설계지반운동에 해당하는 0.154 g에 대해 SC, 

SD, SE 지반 각 100개의 평균 Fa, Fv를 지반고유주기에 따라 Fig. 3에 도시

하였다. Fa는 지반고유주기 0.3초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이후 주기

영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v는 값이 일정하거나 혹은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이다 0.3초 주기 이후 급격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a, Fv 

모두 0.3초 주기를 전후하여 경향이 뚜렷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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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period site coefficient, Fa (b) Long-period site coefficient, Fv

Fig. 5. Site coefficients with VS,Soil (H1 sites, 0.154 g)

(a) Short-period site coefficient, Fa (b) Long-period site coefficient, Fv

Fig. 6. Site coefficients with VS,Soil (H2 sites, 0.154 g)

Fig. 4. Site period with respect to depth to bedrock

고유주기 0.3초가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 변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판단할 수 있다. Fig. 4에는 해석에 사용된 전체 300개 지반의 지반고유주

기와 기반암 깊이를 SC, SD, SE 지반분류에 따라 나타내었다. 몇몇 예외적인 

지반을 제외하면 그림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지반고유주기 0.3

초 이하인 지반은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에 속하고 0.3초 이상인 지반은 기

반암 깊이 20 m 이상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지반고유

주기 0.3초와 기반암 깊이 20 m는 해석대상이 된 국내 300개 지반을 그 증

폭 경향에 따라 구분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기반암 깊이 20 m를 

서로 다른 증폭특성의 두 지반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기반암 기준 깊이로 

판단하였고, 기반암 깊이 20 m를 지반분류의 1차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기

반암 깊이 20 m에 기초하여 전체 지반을 두 지반으로 분류하고, 기반암이 

깊이 20 m 이하에 존재하는 지반을  H1지반,  20 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을 H2 지반으로 명명하였다. 

3.2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기준

Fig. 5와 Fig. 6에 기반암 깊이 20 m를 기준으로 분류된 H1, H2 지반의 

평균 Fa, Fv를 지반의 VS,Soil에 따라 나타내었다. 각 그림에서 H1 지반은 

260 m/s, H2 지반은 180 m/s를 각 지반의 2차 분류에 적용되는 VS,Soil로 결

정하였다. 2차 분류의 기준이 되는  VS,Soil는 H1, H2 지반의 평균 VS,Soil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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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ew seismic site classification system

Site class Site description 
Parameters for classification 

Depth to bedrock(H) VS,Soil

R Rock* ≥ 760 m/s**

H1-1 Shallow deposits of dense soils 
≤ 20 m 

≥ 260 m/s 

H1-2 Shallow deposits of medium-dense to loose-medium soil*** < 260 m/s 

H2-1 Deep deposits of medium-dense to loose-medium soil
> 20 m 

≥ 180 m/s 

H2-2 Deep deposits of loose soil consisting mainly of moderately stiff to very soft clay layers < 180 m/s 

SP Special soil requiring site-specific evaluation

* Rock or other rock-like geological formation, including less than 5 m of weaker material at the surface

** The VS of upper part of bedrock

*** Soil sites with VS,Soil ≤ 120 m/s are classified as H2-2 regardless of depth to bedrock

Fig. 7. Site distribution

용하였다. H1 지반은 256 m/s가 평균 VS,Soil으로 260 m/s를 전후하여 증폭

경향을 구분하였다. H2 지반의 경우 평균 VS,Soil는 164 m/s이나 모집단에 

100 m/s이하의 VS,Soil를 갖는 다수의 지반이 포함되어 있고, IBC, 

Eurocode 8 등 국내·외 대부분의 기준이 연약지반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180 m/s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180 m/s를 H2 지반의 2차 분류 기준으로 삼

고자 하였다.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의 H1 지반에서 VS,Soil 260 m/s 이상인 

지반을 H1-1, 미만인 지반을 H1-2로 명명하였고, 유사하게 기반암 깊이 20 

m를 초과하는 H2 지반에서 VS,Soil 180 m/s 이상인 지반을 H2-1, 미만인 지

반을 H2-2 지반으로 명명하였다. 

Fig. 4에서 기반암의 깊이가 20 m 이하인 H1 지반 중 지반고유주기가 

예외적으로 큰 지반이 존재한다. 기반암 깊이가 20 m 이하임에도 지반고유

주기가 0.5초 이상인 지반인데 매우 작은 VS,Soil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들 지반의 증폭경향 파악을 위해 Fig. 5에 음영을 달리하여 증폭계수를 나

타내었다. 해당 지반들은 20 m 이하의 기반암 깊이로 인해 H1 지반으로 분

류되나 그 증폭특성은 기존 H1 지반의 증폭경향과 확연히 대별된다. 기존 

H1 지반과 이들 지반은 VS,Soil 120 m/s를 기준으로 증폭경향을 구분할 수 

있다. Fig. 5에 음영으로 표시한 120 m/s 이하의 매우 연약한 H1 지반을 

Fig. 6에 포함하여 도시하였고, 그림과 같이 그 증폭경향은 H2-2지반의 증

폭경향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20 m/s 이하의 VS,Soil를 

갖는 연약한 지반은 기반암 깊이에 관계없이 H2-2지반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외조항을 두기로 하였다. 본 절에서는 VS,Soil를 

활용하여 지반을 2차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 전체 지반을 Table 

3과 같이 4개의 지반으로 분류하였다. 

3.3 지반분류의 비교

새롭게 제안된 지반분류체계에 따르면 지반이 4가지 지반으로 분류된

다. 동반논문(I)의 지반응답해석에 사용한 SC, SD, SE 지반 각 100개, 총 300

개 지반을 새로운 지반분류체계로 분류하였고, 그 분포 특성을 Fig. 7에 나

타내었다. 기반암 깊이가 20 m 이하의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반인 H1-1지

반은 SC 지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기반암 깊이가 20 m 이

하로 얕으나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반인 H1-2 지반에는 SC 지반과 SD 지반

이 다수 분포하였다. 기반암 깊이가 20 m를 초과하여 깊은 H2 지반에는 상

대적으로 단단한 H2-1 지반에 SD 지반이, 연약한 H2-2 지반에는 SE 지반이 

대부분 분포하였다. 그림과 같이 기존 3가지 지반종류로 분류되는 국내 지

반은 새롭게 제안된 4가지 지반종류에 따라 분류되었고, 각 지반분류에 적

절한 수의 지반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반분류에 따른 증폭계수 제안

4.1 장주기 증폭계수(Fv) 적분구간 최적화

Borcherdt[20]에 의해 제안된 식 (3)을 활용한 Fv 산정법은 NEHRP 

1994[11] 이후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21]. Borcherdt[20]는 RRS (Ratio 

of Response Spectra)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식 (3)의 적분구간 a와 b를 달

리한 Fv 산정을 시도하였는데, 다양한 적분구간을 적용하여 도출된 Fv가 유

사하여 주기 0.4초∼2.0초의 적분구간을 Fv 산정의 적분구간으로 통일하

였다. 그러나 국내 지반은 동반논문(I)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단주기적 증

폭 특성으로 인해 RRS가 2.0초 주기 이내에서 증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간, 즉 RRS가 1로 수렴하는 주기 대역이 등장하게 된다. 때문에 2.0초까

지 적용하는 적분구간은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에 비해 과소한 Fv를 산정하

게 하고, 이는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 시 장주기 대역에서 지반응답해석의 

평균을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논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Fv 적분구간 도출

하고, 이를 활용하여 Fv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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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verage+1σ RRS curves for new site classes (0.154 g)

Fig. 9. Comparison of modified design response spectra and 

average spectral acceleration (0.154 g)

Table 4. New sites having depth to bedrock greater than 30 m

Region

(province)
Gyeonggi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site class H2-1 H2-2 H2-1 H2-2 H2-1 H2-2

No. of sites 10 10 10 10 10 10

Sum. 20 20 20

동반논문(I)에서 수행된 지반응답해석 결과를 앞서 제안한 지반분류체

계를 통해 분류하고, 각 지반종류 별 평균 RRS를 결정하여 Fig. 8에 도시하

였다. Fv 산정에 활용되는 RRS는 Fa 산정 시와는 달리 표준편차(σ)가 고려

되므로 그림의 RRS는 RRS+1σ이다. 그림에서 H2-2지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반은 주기 2.0초 이전에 RRS가 1.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지반의 얕은 기반암 특성으로 인하여 주기 2.0초 이하에서 대부

분의 증폭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가지 지반종류의 RRS 경향

에 근거하여 Fv 적분구간을 0.4 ~ 1.0초, 0.4 ~ 1.5초, 0.4 ~ 2.0초의 세 구간

으로 분류하여 Fv를 도출하였다. 세 가지 적분구간에 따라 획득한 Fv를 활

용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Design Response Spectra, DRS)을 작성하고, 

이를 지반응답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럼(Free-field 

Response Spectra)과 비교하였다(Fig. 9). 

Fig. 9에 H1-1 지반과 H2-2 지반의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해당 

지반의 주기 1.0 ~ 2.0초 사이의 RRS 감소경향(Fig. 8에서 기울기) 차이가 

미미하여 적분 구간에 따른 Fv가 매우 유사하였고, 그로 인해 DRS에 미치

는 영향이 작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H1-2 지반과 H2-1 지반은 세 적분

구간에 따른 Fv 변화가 큰데 그 영향은 Fig.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에서 기존 적분구간인 0.4 ~ 2.0초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작은 스펙트럴 가

속도를 산정하는데 지반응답해석 결과로 도출된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

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과소설계의 개연성이 있다. 0.4 ~ 1.0초의 적분

구간을 적용하였을 때는 가장 보수적인 스펙트럴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반

대로 해석결과를 포괄하고 있으나 중·장주기 대역에서 지나치게 큰 스펙트

럴 가속도를 산정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초장대 구조물의 

과다설계를 유발할 수 있다. 0.4~1.5초의 적분구간을 활용하여 도출된 Fv

를 적용한 DR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적분구간이라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적분구간을 Fv 도출에 적용하였다. 기존 선행연

구[22]에서도 동일한 Fv 적분구간을 국내 지반에 대해 추천한 바 있다.

4.2 기반암 깊이(H)에 대한 검토 

국내 지반의 기반암 출현 깊이는 정규분포로 표현 시 평균 ± 1σ (표준편

차) 수준에서 14.1∼33.1 m 깊이로 보고된 바 있다[23]. 그러나 동반논문

(I)의 지반응답해석에 활용된 300개 지반은 기반암 깊이가 최대 30 m까지

로 제한되었다. 분포 비율은 매우 낮으나 30 m 이상 깊은 깊이에 기반암이 

위치하고 있는 지반이 국내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앞서 제안된 지반분류체계의 1차 분류 기준인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에 해

당되는  H1 지반(H1-1 지반, H1-2 지반)은 문제가 없으나, 기반암 깊이 20 

m를 초과하는 H2 지반(H2-1 지반, H2-2 지반)의 지반응답해석에 활용된 

지반은 기반암 깊이가 20 ~ 30 m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

다. 본 절에서는 30 m 이상 깊이에 기반암이 존재하는 국내 지반에 대한 추

가적인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H2 지반이 기반암 깊이 20 m를 초과하는 전

체 지반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동반논문(I)에 서술한 지반조사자료 획득 방법을 활용하여 기반암 깊이 

30 m 이상 지반에 대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추가 확보하였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국을 경기권, 충청·전라권, 경상도권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H2-1 지반 10개, H2-2 지반 10개씩 20개 지반을 확보하였고, 최

종적으로 H2-1지반 30개, H2-2 지반 30개, 총 60개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를 획득하였다. 추가 60개 지반에 대해 동반논문(I)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해 기반암 깊이 30 m 이상인 H2-1, 

H2-2 지반의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고, 앞서 동반논문(I)에서 

H2-1, H2-2 지반(H > 20 m, 최대 30 m로 제한)에 대해 도출된 DRS와 비

교하였다(Fig. 10). Fig. 10에서 H2-2지반은 기존 20 ~ 30 m의 기반암 깊

이를 가지는 지반에 대해 도출된 DRS가 해석결과를 전 주기영역에서 적절

히 포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H2-1 지반은 해석결과가 

DRS와 달리 단주기 영역에서 증폭이 미소하며 0.6 ~ 1.4초 주기까지 DRS

를 초과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10을 통한 비교를 통해 H2-2 지반은 

앞서 기반암 깊이 20 ~ 30 m를 가지는 지반에 대해 도출된 DRS가 30 m 이

상 깊은 기반암을 가지는 국내 지반에도 효용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나, H2-1 지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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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osed site classes with equivalent site classes from 

other codes

Site class Code Equivalent site class

H1-1
Eurocode 8 [17] E (5 m < H < 20 m)

KBC 2016 [24] SC (H < 20 m)

H1-2
Eurocode 8 E (5 m < H < 20 m)

KBC 2016 SD (H < 20 m)

H2-1
Eurocode 8 C

KBC 2016 SD (H > 20 m)

H2-2
Eurocode 8 D

KBC 2016 SE

Fig. 10. Comparison of design response spectra (H2 site class) 

and average spectral acceleration for the sites having 

depth to bedrock greater than 30 m (0.154 g)

Fig. 11. Determination of weighing factor for considering the sites 

with bedrock depth greater than 30 m based 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bedrock depth

Fig. 12. Construction of integrated DRS for H2-1 site 

H2-1 지반에서 30 m 이상 깊이에 기반암을 가지는 지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 20 ~ 30 m 깊이에 기반암을 가지는 지반에 대해 도출

된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럼과 30 m 이상 깊이에 기반암 깊이를 가지는 지

반에 대해 도출된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럼을 가중평균(A Weighted 

Average)을 통해 통합하고자 하였다. 가중치 결정에는 선창국 등[23]에 의

해 보고된 바 있는 국내 지반의 깊이에 따른 기반암 출현 빈도를 활용하였다

(Fig. 11). 그림에서 깊이 20 m에서 30 m 사이의 면적과 30 m에서 50 m 사

이의 면적 비를 두 응답스펙트럼의 가중평균의 가중치로 삼았다. Fig. 11에

서 결정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Fig. 12와 같이 H2-1 지반의 통합 DRS를 작

성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H2-1 지반의 DRS는 기존 DRS보다 단주기 영역

의 증폭이 감소하고 중·장주기 영역의 증폭이 증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지반운동수준에 따른 증폭계수 결정

앞서 본 장에서는 국내 지반에 적합한 Fv 적분구간의 결정, H2 지반의 깊

은 기반암 지반에 대한 적용성 등을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4가지 지반의 최종 Fa, Fv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현행 내진설계기준연구(II)[5]에서는 지반종류에 따라 제시된 단

일 지진계수(Ca, Cv)와 위험도계수(I)를 통해 재현주기 증가에 따른 지반운

동수준의 선형적 증가는 고려하나, 지반운동수준 증가에 따른 지반의 비선

형 증폭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4가지 지반의 지반

응답해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Fa, Fv를 국내·외 기준에 제시된 유사한 지반

의 증폭계수와 비교하고, 지진세기(Rock Shaking Intensity), 즉 지반운동

수준에 따른 Fa, Fv를 제시하여 비선형 증폭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4가지 지반의 지반응답해석 결과로 도출된 증폭계수와 국내·외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H1-1, H1-2, H2-1, H2-2 지반과 유사한 지반에 대

해 제시된 증폭계수를 비교하고자 Table 5와 같이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

한 설계기준으로 Eurocode 8[17]과 2016 건축구조기준(안)(Korean 

Building Code, KBC)[24]을 결정하였는데, 두 설계기준 모두 얕은 깊이

에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반종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KBC 2016은 

현재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를 통해 전면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건축분야의 

최신 기준이다.  개정(안)에서는 SC, SD 지반 중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인 지

반에 대해 별도의 Fa, Fv 사용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단주기 영역 증가와 장주기 영역 감소를 야기한다. 기반암 깊이 20 m 이하 

지반에 대해 제안된 H1지반은 Eurocode 8의 E 지반 (20 m 이하 기반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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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 for H1-1 site class (b) Fv for H1-1 site class

(c) Fa for H1-2 site class (d) Fv for H1-2 site class

(e) Fa for H2-1 site class (f) Fv for H2-1 site class

(g) Fa for H2-2 site class (h) Fv for H2-2 site class

Fig. 13. Determination of site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rock shaking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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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te coefficients* for new site classes

Site class
Short-period site coefficient, Fa Long-period site coefficient, Fv

S
**

 ≤ 0.1 S = 0.2 S = 0.3 S ≤ 0.1 S = 0.2 S = 0.3

R 1.0 1.0 1.0 1.0 1.0 1.0

H1-1 1.4 1.4 1.3 1.5 1.4 1.3

H1-2 2.1 1.9 1.7 1.7 1.6 1.5

H2-1 2.0 1.8 1.6 2.2 2.0 1.8

H2-2 1.8 1.3 1.3 3.0 2.7 2.4

* Use straight-line interpolation for intermediate values of S  ** Effective peak acceleration (rock shaking intensity)

Fig. 14. Constructing design response spectrum

고려하는 지반)과 KBC 2016의 SC, SD 지반 중 기반암 깊이 20 m 이하에 해

당하는 지반을 비교하였다. H2지반에 대해서는 C 지반과 SD 지반 , D 지반

과 SE 지반을 각각 비교하였는데, Eurocode 8의 C, D 지반은 SD, SE 지반과 

같은 명명법이 다를 뿐 동일한 지반종류이다. 

지반운동수준에 따른 증폭계수를 Fig. 13에 도시하였다. 각 그림에는 지

반응답해석 결과로 도출된 증폭계수와 Eurocode 8, KBC 2016에서 제시

하고 있는 증폭계수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rocode 8은 DRS 작성을 위해 지반종류 별 단일 증폭계수(S)를 활용한

다. 때문에 Fig. 13에서 Eurocode 8의 Fa, Fv를 표현하기 위해 내진설계기

준연구(II)에 제시된 DRS 작성법을 활용하여 DRS를 작성하여 Eurocode 

8의 DRS와 동일한 수준의 단주기, 장주기 증폭을 도출하는 Fa, Fv를 산정

하고, 이를 Eurocode 8에 대응하는 증폭계수로 결정하였다. 또한 Eurocode 

8은 규모 5.5를 기준으로 DRS를 구분 제시함(Type I: 규모 5.5 이상, Type 

II: 규모 5.5 이하)으로 지반의 비선형 증폭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규모 

5.5에 대응하는 지진세기는 0.2 g [25]이므로 각 그림과 같이 0.2 g를 기준

으로 구분된 증폭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KBC 2016은 내진설계기준(II)과 

달리 지진세기에 따른 증폭계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림과 같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기울기를 가진다. 

Fig. 13(a), (b)는 H1-1 지반에 대한 증폭계수 비교를 도시하고 있다. 그

림에서 해석결과로 도출된 Fa는 SC 지반(H<20)의 Fa와 전반적으로 유사하

고(실선과 중첩), 지진세기 0.2 g 이상에서 E 지반의 Fa와도 유사하다. Fv의 

경우 SC 지반(H<20)의 Fv에 비해 해석의 Fv가 작은데 E 지반(Type II)보다

는 큰 수준이다. 해석결과와 국내·외 유사지반의 증폭계수를 고려하여 

H1-1 지반의 최종 Fa, Fv는 실선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른 세 개의 지반도 

이와 같이 증폭계수를 결정하였는데 H1-2 지반과 H2-1 지반의 Fa는 단주

기 증폭이 크게 고려된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Fa를 결정하였다. 더불어 연약

지반인 H2-2 지반의 Fa는 0.3 g 수준에서 D 지반과 SE 지반의 Fa를 따르도

록 해 해석결과와 같은 급격한 Fv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4.4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

Fig. 13을 통해 결정된 4개 지반의 최종 Fa, Fv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지진세기(Rock Shaking Intensity)를 유효지반가속도(Effective 

Peak Acceleration), S로 재 명명하였고, 국가지진위험지도를 통해 결정하

거나 아래 식 (4)와 같이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계수(Z)와 재현주기 별 위험

도계수(I)를 활용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4)

Table 6과 같이 유효지반가속도(S)에 따른 Fa, Fv를 결정하고, Fig. 14

에 제시한 DRS 작성법을 통해 지반종류에 따른 DRS를 작성할 수 있다. 내

진설계기준연구(II)에 제시된 지진계수(Ca, Cv) 개념은 불필요하다. 

Fig. 14에는 기존 통제주기 TO, TS에 더해 속도일정구간(A Region of 

Constant Spectral Velocity)과 변위일정구간(A Region of Constant 

Spectral Displacement)을 구분하는 통제주기인 TL (Long-period 

Transition Period)을 추가 도입하였다. IBC 2012[15]에 반영된 미국의 

설계하중기준인 ASCE 7-10[14]에서 TL은 지진원 이론(Seismic Source)

에 기초한 지진 규모(M)와의 관계, 천발지진 계측기록과 대규모 섭입대 지

진(Subduction Zone Earthquake) 모델을 통해 모사된 응답스펙트럼을 활

용하여 결정되었고, 지역에 따라 4 ~ 16초를 고려하고 있다[26]. Eurocode 

8은 규모 5.5이상인 Type I 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TD (=TL)를 2.0초로 제

안한 바 있다. 국내에도 초고층, 초장대 구조물 등 장주기 구조물에 대한 수

요 증대와 함께 내진설계 시 지진하중 합리화를 위해 TL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반분류 별 DRS 작성에 TL을 적용하기로 

하고 Eurocode 8, ASCE 7-10에 제시된 2 ~ 4초의 TL을 고려하고자 하였

다. 한편, 국내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판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국내·외 지진기록을 분석한 국내 한 연구에서 국내 지반은 1/T
2
으로 감소하

는 변위에 민감한 구간은 3초에서 시작됨을 보고한 바 있다[2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Eurocode 8의 2초 보다 보수적인  3초의 TL을 산정하므로 TL 

처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초의 TL을 

DRS 작성에 적용해 보았고 이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4가지 지



내진설계기준의 지반분류체계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을 위한 연구 - (II) 제안

255

Fig. 15. Comparison of final DRS and average response spectra 

(S=0.154 g)

반의 최종 DRS와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도출된 자유장 평균 응답스펙트럼

을 함께 비교 도시하였다. DRS 작성에 활용된 최종 Fa, Fv는 앞 절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지반응답해석 결과와 국내·외 설계기준에 제시된 증폭계수

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DRS가 해석결과를 충분히 포

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0초의 통제주기 TL 도입에도 제시된 증

폭계수를 활용하여 작성된 DRS는 장주기 영역에서 해석결과를 충분히 포

괄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반논문(I)에서 수행된 대규모 국내 지반에 대한 지반응

답해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에 적합한 지반분류체계 

및 이에 대응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기준 제안 과정

에서 논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기반암 깊이(H),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를 활용한 지반분류

지반증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인 기반암 깊이와 VS,Soil은 국

내와 같이 기반암의 분포 깊이가 30 m 이내인 지역에서는 지반조사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도출된 국내 

300개 지반의 증폭계수 경향을 활용하여 기반암 깊이 20 m를 지반분류

의 1차 기준으로 삼아 20 m 이하에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반을 H1 지반, 

20 m 이상 깊이에 기반암이 존재하는 지반을 H2 지반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H1 지반 중 VS,Soil이 260 m/s 이상인 지반을 H1-1, 미만인 지반을 

H1-2 지반으로 분류하였고, H2 지반은 VS,Soil이 180 m/s 이상인 지반

을 H2-1, 미만인 지반을 H2-2 지반으로 분류하여 지반을 총 4개의 지반

으로 분류하는 지반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2) 단주기, 장주기 증폭계수(Fa, Fv) 결정

기반암 깊이(H),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의해 분류된 4가지 지

반종류의 증폭계수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에 적합한 Fv 적분구간(RRS)을 0.4 ~ 1.5초로 결정하

여 적용하였다. 기반암 깊이 20 m 이상 지반인 H2 지반의 증폭계수 결

정을 위해 기반암이 30 m 이상 깊이에 존재하는 국내 지반의 분포비율

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안된 4개 지반과 유사한 국내·외 내진설계기준

의 지반에 대해 제시된 증폭계수를 고려하여 지반운동수준에 따른 증폭

계수를 제시하였다. 

3)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 

설계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지진 재현주기와 그에 따른 위험도계수를 활

용하여 유효지반가속도(S)를 결정하고, 유효지반가속도에 따른 Fa, Fv

를 선택하도록 하여 지반운동수준에 따른 비선형 특성을 기준에 반영하

였다. 더불어 장주기 구조물의 지진하중산정 합리화를 위해 통제주기 

TL을 추가 도입하였다. 최종 제안된 Fa, Fv와 3.0초의 TL을 활용하여 작

성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도출된 자유장 평균 응

답스펙트럼을 적절히 포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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