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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9월 12일 경주 남서쪽 약 10 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12일 19시 44분에 규모 

의 전진이, 같은 날 20시 32분에 규모 



의 본진이 발생하였다[1]. 특히, 규모 


의 본진은 우리나

라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개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알려졌다. 이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총 110,20백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54세대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다[2].

경주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진동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측소에서 기록되

었으며 심지어는 진앙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도 기록되었다. 이 기록들은 

우리나라 지진 지반운동의 특성을 알아내는 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스펙트럼(’17 code)

을 실제 지진 기록으로부터 얻은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것은 설계스펙트럼

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의 본진에 의한 지반진동 기록을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NECIS)[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부지 지진감시센터(이하 EMC)[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이

하 KERC)[5]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진앙거리 200 km 

이하의 암반지반에서 관측된 50개의 가속도시간이력을 얻은 다음 이로부

터 수평스펙트럼과 수직스펙트럼을 계산하였고 수평스펙트럼에 대한 수직

스펙트럼의 비를 계산하였다.

어떤 한 관측점에서 수평지반운동은 방위각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 연구

에서는 2축 방향으로 각각 구해지는 두 개의 스펙트럼의 기하평균을 취하

는 기하평균스펙트럼, GMRotI50을 대표 스펙트럼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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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6-8]. 개별 지진 기록의 기하평균스펙트럼을 계산한 다음 각 주

기별로 스펙트럼 값의 분포를 통계 분석하고 신뢰도 수준에 따른 수평스펙

트럼을 구하였다. 가속도스펙트럼뿐 아니라 변위스펙트럼도 계산하였다. 

스펙트럼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구하였다. 수

직지반운동에 대해서도 수평운동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여 수직설계스펙트

럼의 형상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얻어진 경주 지진의 수평, 수직스펙트럼을 참고문

헌[9, 10]에 제시된 한국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 ’97 code)과 비교하

였다.

2. 경주 지진과 데이터

2.1 경주 지진 요약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일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12일 19시 

44분에 규모 

의 전진이, 같은 날 20시 32분에 규모 


의 본

진이 발생하였다[1]. 그 후 2017년 3월 31일까지 총 601회의 여진이 관측

되었다[2]. 모 4.0 이상의 지진의 진앙과 규모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고 

Fig. 1에는 진앙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지표에 들어나지 않았고 아직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고 있다. 

본진의 진원 Mechanism은 주향이동단층운동으로 밝

혀졌다[11].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진의 진원 mechanism

은 주향이동단층운동(strike-slip faulting)이라고 알려져 있다[12]. 경주 

지진의 지진기록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향이동단층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우

리나라 지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진에 의해서 진앙거리 200 km 이하의 암반지반 NECIS 관

측망[3], EMC 감시망[4], KERC 연구망[5] 관측소에 기록된 지반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Table 2와 Table 3에 관측소명과 진앙거리가 정리

되어 있고 Figs. 2, 3에는 관측소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진앙 거리에 따른 관측소의 분포를 Fig. 4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고 

진앙 거리에 따른 대표적인 가속도 시간이력을 Fig. 5에 도시하였다. Fig. 5

의 이력은 진앙거리가 8.8 km인 기상청 USN2 관측소에서 기록되었다. 최

대수평가속도가 0.4 g를 초과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3. 수평스펙트럼

3.1 기하평균스펙트럼

한 관측점에서의 수평지반운동은 방위각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므로 

한 관측점에서 수평지반운동은 유일하게 정의될 수는 없다. 단, 대표하는 

지반운동을 정의할 수 있고 실제 설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표준수평설계스펙트럼(’17 code)은 기하평균스펙트럼, 그 중에

서도 GMRotI50로 정의되었다. 를 직교하는 두 수평축, 그리고 주기 

에서 축 방향 스펙트럼을 
, 축 방향 스펙트럼을 

라고 하면, 

기하평균스펙트럼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Table 1. Foreshock, main shock and aftershock of Gyeongju earth-

quake[1]

Date Latitude Longitude Magnitude

2016-09-12 19:44 35.77 129.19 5.1

2016-09-12 20:32 35.76 129.19 5.8

2016-09-19 20:33 35.74 129.18 4.5

Fig. 1. Epicenters of foreshock, main shock and aftershocks[3]

Table 2. List of stations, epicentral distances and peak ground 

accelerations[3]

Name Date
Magni

tude

EpiD

(km)

Station 

name

PGA

(g)
Note

Gyeongju 

Earthquake

20160912

20:32
5.8

75.8 ADO2 0.043

KMA

(Sampling 

Rate: 

100 Hz)

162.0 BAU 0.010

152.8 BON 0.0084

57.4 BUS2 0.057

165.0 CHJ2 0.0046

121.1 CPR2 0.0073

121.1 CPR 0.0088

26.5 DAG2 0.058

194.8 EMSB 0.0028

95.1 EURB 0.0070

163.6 GWYB 0.0034

133.6 HAMB 0.0046

165.1 IMWB 0.0024

172.3 JEO2 0.0054

116.1 KCH2 0.034

116.1 KCH 0.042

86.3 MAS2 0.20

86.3 MAS 0.21

142.2 MGY 0.0046

166.7 NAWB 0.0046

141.6 OKCB 0.0058

50.9 PHA2 0.028

193.0 SCH 0.0049

153.2 TBA 0.012

122.7 TOY 0.020

106.7 ULJ2 0.0065

8.8 USN2 0.40

8.8 USN 0.61

171.3 YOW2 0.0014

171.3 YOW 0.00084

162.0 YSU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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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g. 6(a)는 판내부에서 계측된 지진 중 하나인 캐나다 Nahanni 지진의 

station 3에서 계측된 수평 2방향 지반운동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하여 주기 

1.3초에 대한 2자유도 시스템의 스펙트럴 가속도의 자취이다.


는  좌표계를 회전시키면 달라지고 회전시킨 방위각에 따

라 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 분포의 50 %ile에 해당되는 값을 취해서 

GMRotD50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GMRotD50를 채택할 경우 Fig. 7

(a)와 같이 주기  에 따라 기하평균스펙트럼이 계산되는 방위각 가 달라

지게 된다. 방위각 를 같게 하기 위해 주기에 따른 GMRotD50의 변동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Fig. 7(b)와 같이 대표 방위각을 선정하여 그 방향의 기

하평균스펙트럼을 구한 것을 GMRotI50이라고 부른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스펙트럼은 바로 GMRotI50이다[6-8]. Fig. 6(b)에는 Fig. 6(a)에 제시된 

지진 기록의 
, 

, GMRotD50, GMRotI50을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된 기하평균스펙트럼은  sec, 

즉 100 Hz에서 가속도스펙트럼 값이 1.0 g가 되도록 정규화 하였다. 여기

서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주어진 감쇠비에 대해서 각 관

측점에서 하나의 스펙트럼 곡선이 얻어진다. 앞에서 서술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관측점에서 기하평균스펙트럼을 구하면 우리는 일련의 스펙트럼 곡

선을 얻게 된다. 개별 스펙트럼 곡선은 주기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모양을 갖

고 특정 주기에서 스펙트럼 값들은 대수정규분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 대수정규분포의 특성은 평균 과 분포의 폭 파라미터인 표준

Table 3. List of stations and epicentral distances and peak ground

accelerations[4, 5]

Name Date Magnitude
EpiD

(km)

Station 

name
PGA(g) Note

Gyeongju 

Earthquake

2016

0912

20:32

5.8

48.893 KRN 0.030 EMC

(Sampling 

Rate: 

100 Hz)

147.823 UCN 0.0068

25.6882 WSN 0.11

29.9284 BBK 0.014

KERC

(Sampling 

Rate: 

100 Hz)

71.0427 CHS 0.022

22.0384 DKJ 0.023

54.6365 GKP1 0.057

119.805 GSU 0.0058

19.113 HDB 0.060

190.014 HKU 0.0089

153.094 JRB 0.0055

179.154 JSB 0.0026

116.519 KJM 0.011

115.317 KMC 0.0092

43.4125 MAK 0.044

131.444 MGB 0.0033

5.62287 MKL 0.29

178.414 TJN 0.0049

33.9857 YSB 0.060

Fig. 2. Locations of KMA stations[3]

Fig. 3. Locations of EMC (Left) and KERC (Right) stations[4, 5]

Fig. 4. Distribution of stations w.r.t. epicentral distance

Fig. 5. Selected acceleration time histories (Station: U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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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σ에 의해서 서술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표준스펙트럼과 비교하기 

위해서  곡선을 구하였다. 

경주지진 본진의 기록의 기하평균스펙트럼을 Fig. 8(a)에 도시하였다. 

그림에 ,  스펙트럼도 함께 도시하였다. Fig. 8(b)에는 이 

두 가지 스펙트럼만 별도로 도시하였다. 이때 감쇠비  이다.

가속도스펙트럼은 장주기 영역에서 변화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변위스펙트럼에서는 장주기 영역에서 곡선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변위스펙트럼 와 속도스펙트럼 , 가속도스펙트럼 의 관

계는 다음 식 (2)와 같다.

(a) (b)

Fig. 6. (a) Horizontal spectral acceleration plane trace for Nahanni earthquake station 3 record at the period of 1.3s (b) Comparison for spec-

trums emphasizing at the period of 1.3s

(a) (b)

Fig. 7. Rotation angles of (a) GMRotD50 (b) GMRotI50

(a) (b)

Fig. 8. Horizontal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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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을 이용해서 변위스펙트럼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9에 도시

하였다.

더불어 식 (2)의 속도스펙트럼 와 가속도스펙트럼 의 관계를 이

용하여 속도스펙트럼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3.2 회귀분석

표준스펙트럼과 비교하기 위해서 Fig. 8과 Fig. 9에 제시된 스펙트럼을 

회귀분석하였다. 주기를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 속도에 민감한 구간 그리고 

변위에 민감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은 ZPA(zero 

period acceleration, 
초) 주기부터 상승하는 구간과 증폭비가 평

탄한 구간으로 세분하였다. 가속도가 평탄한 구간에서 가속도설계스펙트

럼의 최대지반가속도(PGA)에 대한 비를 증폭계수 

로 정의하였다. 전이 

주기는  , 

, 


로 명명하였다. 는 가속도스펙트럼이 평탄한 구간이 

시작되는 주기, 

는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과 속도에 민감한 구간의 전이

주기, 

은 속도에 민감한 구간과 변위에 민감한 구간의 전이주기이다. 수

평설계스펙트럼 곡선은 원점에서 까지 구간에서는 직선으로 증가하고, 

에서 

까지 구간에서는 수평직선, 


에서 


까지 속도에 민감한 구간

(a) (b)

Fig. 9. Horizontal displacement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a) (b)

Fig. 10. Horizontal velocity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a) (b)

Fig. 11. Regression curve of horizontal response spectra (a) Acceleration spectrum, (b) Displacement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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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곡선, 

 이상에서는   비례하여 감

소하는 곡선의 형상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위스펙트럼은 ≥

 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다시 감소하

고 가 계속 길어지면 다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전이주기를 
 , 

로 명명하기로 하자. 만약 변위설계스펙트럼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면 전이주기 
 , 

도 식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준의 가속도와 변위 스펙트럼에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형상과 전이주기를 식별하였다. Fig. 11에는 회귀분석 결과를 증폭비, 전이

주기와 함께 나타내었다.

Fig. 11의 변위스펙트럼에서 그 값이 최대가 되는 

≤≤

에서

의 값을 

 ×라고 하자. 


 는 회귀분석에서 


등과 같

이 식별될 수 있고 동시에 변위설계스펙트럼도 구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Fig. 8(b)에서 계산한 

 (1표준편차) 곡선과 참고문헌 [9]에서 계산한 곡선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12을 보면 경주 지진의 스펙트럼과 참고문헌[9]의 표준수평설계스

펙트럼 불확실성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스펙

트럼을 비교해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3.3 표준설계스펙트럼과의 비교

Fig. 11에 서술된 경주 지진의 수평스펙트럼을 표준수평설계스펙트럼

(’17 code, ’97 code)과 Fig. 13, Table 4에서 비교하였다.

Fig. 13과 Table 4를 보면 경주지진기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스펙트럼

이 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보다 단주기 영역으로 치우쳐져 있다. 또한 

경주지진 수평스펙트럼에서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은 표준설계스펙트럼

(’17 code)에 비해서 단주기 성분이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규모가 4.5이상 7.9이하의 국내외 판내부지진들의 

설계지진에 비해 단주기 성분이 탁월하고 장주기 성분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USGS가 경주지진의 규모를 



로 평가한 것을 고려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참고

문헌[9]에서 새롭게 제시된 우리나라 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이 내진

설계기준연구Ⅱ[14]의 설계스펙트럼(’97 code)의 장주기 영역에서 지나

Fig. 12.  of horizontal response spectra of Gyeongju earthquake

records and design spectrum earthquake records[9]

Fig. 13. Comparison of Gyeongju horizontal spectrum with the 

design spectra

Table 4. Amplification factors and transition periods of horizontal 

response spectra




Transition Period (second)

 





Gyeongju

Horizontal
2.85 0.054 0.22 1.5

’17 Code 2.8 0.06 0.3 3

’97 Code 2.5 0.08 0.4 -

(a)

(b)

Fig. 14. Vertical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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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보수적이고 단주기 영역에서 비보수적이던 단점에 실제 우리나라 지

진위험을 잘 반영하여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직스펙트럼

4.1 수직스펙트럼과 회귀분석

수평스펙트럼과 마찬가지로 경주지진 본진 기록의 수직스펙트럼을 Fig. 

14(a)에 도시하였다. Fig. 14(a)에 ,  스펙트럼도 함께 도

시하였다. Fig. 14(b)에는 이 두 가지 스펙트럼만 별도로 도시하였다. 이때 

감쇠비   이다.

식 (2)을 이용해서 변위스펙트럼과 속도스펙트럼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를 Figs. 15, 16에 도시하였다.

수평스펙트럼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준의 가속도와 변위 

스펙트럼에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형상과 전이주기를 식별하였다. Fig. 17

에는 회귀분석 결과를 증폭비, 전이주기와 함께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Fig. 14(b)에서 계산한 

(a) (b)

Fig. 15. Vertical displacement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a) (b)

Fig. 16. Vertical velocity response spectra: (a) spectra for 50 records, (b)  and  spectra

(a) (b)

Fig. 17. Regression curve of vertical response spectra (a) Acceleration spectrum, (b) Displacement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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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과 참고문헌[10]에서 계산한 곡선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수평스펙트럼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크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경주지진 수평, 수직 스펙트럼 형상 비교

Fig. 19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주지진의 수평스펙트럼과 수직스펙

트럼 형상을 비교했다. Fig. 19에서 PGA는 모두 sec에서  로 정규

화 되었다. 전이주기와 증폭비에 대한 데이터는 Table 5에 주어져 있다.

경주지진 수직스펙트럼에서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은 경주지진 수평스

펙트럼과 같이 표준스펙트럼(’17 code)에 비해서 단주기 성분이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전이주기 
초는 수평스펙트럼에서 

초

에 비해서 단주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전이주기 
초는 수평스펙

트럼에서 
초에 비해서 장주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속도에 민감한 구간이 확대되었다.

수직설계스펙트럼을 수평설계스펙트럼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일 수 있으나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스펙트

럼(’17 code)에서는 수직스펙트럼의 형상을 수평스펙트럼 형상과 같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10]. 고유주기가 0.03초보다 짧은 구조물의 수직스펙

트럼 값은 약간 작게 산출될 수 있으나 일반 구조물은 대체로 이 영역에 속

하지 않는다.

4.3 V/H 비

각 지진기록의 수직스펙트럼의 값을 기하평균(GMRotI50)으로 정의한 

수평스펙트럼으로 나누어서 주기마다 비를 구하였다. 이때 감쇠비  

이다.

Fig. 18.  of vertical response spectra of gyeongju earthquake 

records and design spectrum earthquake records[10]

Fig. 19. Comparison of Gyeongju horizontal spectrum with the ver-

tical spectrum

Table 5. Amplification factors and transition periods of Gyeongju res-

ponse spectra




Transition Period (second)

 





Gyeongju

Horizontal
2.85 0.054 0.22 1.5

Gyeongju

Vertical
2.85 0.04 0.27 0.98

Fig. 20. V/H ratios of earthquake records and median value curve

Fig. 21. Short period and long period average of the median value 

curve of V/H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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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식 (3)에서 
는 주기 에서 수직스펙트럼이고 

는 같

은 주기에서 수평스펙트럼이다. 이를 통해 각 지진기록마다 하나의 곡선이 

얻어지고 모두 50개의 곡선이 구해진다. 이 곡선들과 각 주기마다 중앙값을 

계산하여 연결한 곡선을 Fig. 20에 도시하였다. Fig. 21에는 중앙값 곡선과 



을 기준으로 나눈 두 구간의 평균값이 주어져 있다.

Fig. 20에서 참고문헌 [10]에서와 마찬가지로 가 대수정규분

포를 따르기 때문에 중앙값을 계산했다. Fig. 21에서 중앙값 곡선이 참고문

헌 [10]의 결과와는 달리 

초 이후에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수직스펙트럼과 수평스펙트럼의 형상이 장주기 영역에서 차이

가 생김을 시사하며 앞서 Table 4에서 경주지진의 장주기 전이주기가 표준

설계스펙트럼(’17 code) 보다 짧은 현상과 동일한 이유로 생각된다. 

는 단주기 영역에서는 1.0에 접근하고 장주기 영역에서는 2/3–1/2

로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경주지진의 는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직성분 지진하중은 
에 정규화된 스펙트럼

과 
비로 규정된다. 이 비와 최대지반가속도비는 다음 식 

(4)에 의해서 주어진다.




 







(4)

Fig. 21에서 초에서 비를 읽으면 


로 

얻어지며 설계스펙트럼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초 까지 평균값은 

0.75이다. 

이후 장주기 구간의 평균값은 0.57이다. 이 값을 국내외 설계

기준에서의 값과 Table 6에서 비교하였다. 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에

서 장주기 영역에 더 큰 비를 사용하는 것은 더 보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표준설계스펙트럼과 비교

Fig. 17에 서술된 경주 지진의 수직스펙트럼을 Table 6에 나타낸 

비를 고려하여 표준수직설계스펙트럼(’17 code, ’97 code)과 Fig. 22, 

Table 7에서 비교하였다. 

모든 주기 영역에서 같은   을 적용하는 과거의 기준은 최

근 단주기 영역에서 비가 증폭되는 현상이 관찰됨으로써 주기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이 제안되어왔다[15].

현재 내진설계기준연구Ⅱ[14]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표준수직설계스

펙트럼(’97 code)은 과거의 경험법칙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주기 영역에서 

같은   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의 표준수직설계스

펙트럼(’97 code)은 3.3절에서 비교한 표준수평설계스펙트럼(’97 code) 

차이에 더하여 경주 지진의 수직스펙트럼에 비해 단주기 영역에서 상당히 

비보수적이며, 장주기 영역에서 보수적인 오류를 Fig. 22에서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참고문헌[10]에서 새로 제시한 우리나라 표준수직설계스펙트럼

(’17 code)은 기존 설계기준의 오류를 잘 보완하고 있는 것을 Fig.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수평스펙트럼(’17 code)과 마찬가지로 표준수직스펙

트럼(’17 code)도 실제 우리나라 지진위험에 알맞게 포괄하며 개선되었다

는 것을 경주 지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해볼 수 있었다.

5. 결 론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에 발생한 규모 

의 본진 지진기록

에 근거하여 수평 및 수직스펙트럼을 구하였다. 이 수평스펙트럼은 기하평

균스펙트럼으로 정의되었다. 거리 200 km 이하의 암반지반 지진 기록 50

개를 통계 분석하였다. 기록의 개수는 많지는 않지만 Fig. 4와 같이 진앙거

리에 따라 각 구간에서 비슷한 개수의 기록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6. Comparison of the 
  ratios

 Ratio

Short period Long period

Gyeongju 0.75 0.57

’17 Code 0.77 0.77

Eurocode 8(Type 1) 0.9 0.9

Eurocode 8(Type 2) 0.45 0.45

USMRC 1




ASCE 4-98 1




NEHRP 0.7




Fig. 22. Comparison of Gyeongju vertical spectrum with the design 

spectra

Table 7. Amplification factors and transition periods of response 

spectra



× 

Transition Period (second)

 





Gyeongju

Vertical
×  0.04 0.27 0.98

’17 Code ×  0.06 0.3 3

’97 Code ×



  0.08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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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스펙트럼뿐 아니라 변위스펙트럼도 같이 얻어졌고 형상을 결정

하는 파라미터도 회귀분석에 의해서 수평 

, 

초, 



초, 


초, 수직 


, 

초, 

초, 



초, 단주기  장주기  로 구해졌다. 

경주 지진 스펙트럼 분석결과를 내진설계기준연구Ⅱ[14]에서 제시하

던 표준설계스펙트럼(’97 code)과 비교하였을 때 주기가 수평 0.25초, 수

직 0.35초보다 짧은 단주기 구조물의 경우에는 설계기준보다 큰 응답이 발

생했으며 주기가 수평 0.25초, 수직 0.35초보다 긴 장주기 구조물의 경우에

는 작은 응답이 발생했다. 특히 변위에 민감한 영역에서 변위응답이 크게 감

소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서 참고문헌[9, 10]에 제시된 

한국 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의 적합성을 검증했고 그 결과 표준설계

스펙트럼의 형상은 경주 지진의 스펙트럼을 잘 포괄하며 설명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단, 경주 지진 수평스펙트럼의 장주기 전이주기는 표준설

계스펙트럼의 전이 주기보다 짧게 계산되었는데 이 현상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표준설계스펙트럼은 규모가 4.5이상 7.9이하의 국내외 판내부

지진의 데이터로부터 얻어졌기 때문에 장주기 성분이 경주 지진에 비해서 

더 탁월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설계스펙트럼의 장주기 전이주기가 경주 지

진 스펙트럼의 전이주기보다 크게 설정된 것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설계스펙트럼을 수평설계스펙트럼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일 수 있으나 실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표준설계스펙트럼에서는 수

평, 수직에서 통일된 스펙트럼 형상을 채택하였다[10]. 고유주기가 0.03초

보다 짧은 구조물의 수직스펙트럼 값은 약간 작게 산출될 수 있으나 일반 구

조물은 대체로 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결과가 신뢰성해석에 사용될 수 있

도록 스펙트럼 회귀분석에서 불확실성의 크기를 계산하였고 수록하였다.

표준설계스펙트럼(’17 code)은 경주 지진의 기록으로부터 얻은 스펙트

럼과 만족스럽게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단 한 개 지진을 비교

한 결과로는 표준설계스펙트럼의 신뢰성이 완전하게 확립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표준설계스펙트럼을 도출할 때 사용된 방

법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은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계스

펙트럼의 신뢰성은 계속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외 판내부 지진 기록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고 분석 방법도 발전시키고 지

질과 지진 특성의 영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스펙

트럼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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