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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하중을 받는 암석 재료나 암반 또는 암반 구조

물의 역학적 거동은, 같은 크기의 최대 하중이라도 

정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Li, 

et al., 2009; Zhou & Zhao, 2011). 동적 하중 하에서

의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은 

동적 하중의 제어와 계측 및 해석에 있어서 정적 조

건에서의 실험 방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발

파 하중의 경우 104∼106 s-1의 변형률 속도(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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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behaviour of the rock mass under the dynamic load is different from the static 
application of the maximum load of the same size. An experimental approach to investigating rock 
behavior under dynamic loads is more difficult than that under static conditions in control of dynamic 
loads,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results. Numerical methods are less constrained by performing the 
experiments numerically, rather than experimental ones, so they can be very powerful analytical tool at the 
design stage. However, even if the algorithms of the analysis method are appropriate,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because the calculation results may vary largely depending on input data and boundary 
conditions. In this paper, when investigating the behavior of rock structures under dynamic load 
numerically, the effects of boundary conditions, dynamic load and calculation time step, and dynamic load 
characteristics on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reviewed to provide guidance on setting up boundary 
conditions and calculation time step related to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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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동적 하중을 받는 암반의 역학적 거동은, 같은 크기의 최대 하중이라도 정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은 동적 하중의 제어와 계측 

및 해석에 있어서 정적 조건에서의 실험 방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치해석적 방법은 물리적 실험이 아

니라 수치해석적으로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제약을 덜 받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매우 유력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해석방법은 해석방법의 알고리즘이 적정하더라도, 입력 자료와 경계조건의 설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 하중을 받는 암반

구조물의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할 때, 경계 조건, 동적 하중과 계산 시간 간격, 동적 하중 특성이 계산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적 해석 시 경계조건과 계산 시간 간격의 설정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동적하중, 수치해석, 입력변수, 경계조건, 계산시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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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을 수 있지만 실험실 실험에서 일정한 조건의 

발파 하중을 실험대상 암석재료의 경계조건으로 가하

는 방법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실험

의 재현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실험적으로 의미 있

는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

한데 화약발파를 이용하여 동일한 동적하중 조건을 

반복적으로 얻는다는 것이 실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하중 조건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계측과 해석이 용이한 Split 

Hopkinson Pressure Bar(SHPB)와 같은 충격시험장치

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강명수 외, 2011; 박과 박, 2010; Kolsky, 1949; Malik 

et al., 2017; Zhou and Zhao, 2011). SHPB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변형률 속도는 대략 10∼104 s-1의 범위

이다. 반면에, 수치해석적 방법은 사용자가 하중 조건

을 임의로 설정하여 가할 수 있고, 재료의 역학적 거

동도 수치해석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에

서와 같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동적 수치해

석의 주요 입력자료로서 재료의 동적 물성과 동적 구

성 방정식, 동적 하중 경계조건 등의 적절성은 여전

히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동적 

물성의 일부 자료는 P, S파를 이용한 실험실 비파괴

검사 방법이나 PS 검층 등의 현장 실험을 통해 어렵

지 않게 획득할 수 있다(유와 장, 2006). 변형률 속도

에 의존하는 재료의 동적 구성 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은 암석의 경우 아직 확립된 관계식이 없어

서 적용 모델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모델이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수치해석적 방법은 물리적 실험이 아니라 수치해

석적으로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제약을 덜 받

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매우 유력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해석방법은 해석방법의 알고리

즘이 적정하더라도, 입력 자료와 경계조건의 설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적 하중을 받

는 암반구조물의 거동을 시간 영역에서 수치해석적으

로 검토할 때, 경계 조건, 동적 하중과 계산 시간 간

격, 동적 하중 특성 등이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동적 해석 시 경계조건과 계산 시간 간격

의 설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해석 방법 및 수치해석 모델

2.1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적 현상 문제를 고찰할 때, 해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모델 

경계조건, 동적 하중 특성과 계산 시간 간격, 내진 해

석 시 하중 구속조건의 변화가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정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서 다른 입력 변수들은 고정하고 고찰 대상 변수를 

변화시켜 가며 해석을 실시하여 계산 결과를 비교하

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국내

에서 개발된 범용 MIDAS GTS NX이며, 본 해석에

는 명시적 시간 적분법(explicit time integration)이 사

용되었다(MIDAS, 2013).

2.2 수치해석 모델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해석 모델로서 Fig. 

1a는 하중조건과 계산 시간 간격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이며, Fig. 1b는 내진 해석 시 경계 

조건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모델이다. 

Fig. 1a의 지중 터널 모델은 지하 100 m 심도에 10 

m 직경의 터널 굴착을 가정하였고, 해석대상의 크기

는 200 × 200 × 200 m 이다. 모델 상부의 표시된 번

호는 계산된 결과들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측점으로 

선정된 절점이며, 측점 1과 2는 터널 중심으로부터의 

수직 거리 100 m이고, 수평 거리가 각각 50 m, 100 

m 이격된 절점이다. Fig. 1b의 공동 모델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사업에서 열에너지 

지하 저장을 위한 공동 형상으로 고려되었던 지중 공

동 모델 중의 하나이며, 폭 29 m 높이 58 m의 돔형 

공동이다. 지반 조건은 Table 1과 같이 가정하였다(한

국지질자원연구원, 2015). 

Material Property Input

Young’s modulus  600,000 (tf/m2)

Unit weight  2.6 (tf/m3)

Cohesion  300 (tf/m2)

Friction angle   40 (°)

Poisson’s ratio   0.2

Table 1. Material properties



12 동적 하중을 받는 암반 구조물의 수치해석 변수에 대한 고찰

3. 결과 및 고찰

3.1 해석 모델의 경계 조건의 영향 

파의 전파에 따른 굴절 및 반사에 의한 영향 및 

지진 하중의 재하 위치 등에 따라 해석 영역이 넓어

지며 실제 설계 조건에 적합한 경계 조건을 설정해야

만 신뢰할 수 있는 지반 및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파

악할 수 있다. 유한요소법으로 동적 해석을 실시할 

때, 일반적인 고정 경계로 취하여 해석을 할 경우 동

적 응력파가 경계에서 반사되어 오게 되지만 실제로 

해석경계 밖으로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

한다면 파가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

석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계 조건의 설정에 따라 해석 결과가 어

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실시하였

다. 경계 조건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Fig. 1a의 지

중 터널 모델이 사용되었고, 터널 굴착을 가정하여 

공벽에 발파하중을 가하였고, 지표의 두 절점에서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Fig. 2는 공벽에 가해진 발파하중

의 이력곡선으로서 미국도로협회와 Starfield 등에 의

해 제안된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National 

Highway Institute, 1991; Starfield & Pugliese, 1968; 

류창하 외, 2015). 수치해석에서의 계산 시간 간격

(calculation time step)은 5×10-5s이다. 

Fig. 2. Blast load history used in the numerical model.

Fig. 3 및 Fig. 4는 암반의 지반 정수를 고정하고 

지표와 앞 단면을 제외한 모델의 경계 조건을 자유장 

경계 조건(free-field boundary condition)과 점성 경계 

조건(quiet or viscous boundary condition)으로 하여 

해석한 결과의 한 예를 보여 준다. 계산 결과는 경계 

조건에 따라 반사파의 영향으로 인해 크기, 지속 시

간 등 파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Table 2에 요약

된 계산 결과를 보면, 성분별로 차이가 있지만 측점 1

에서는 자유장 경계가 점성 경계조건의 경우보다 2∼
2.7배 큰 진동이 나타났고, 경계와 인접한 측점 2의 

경우 x 방향 성분은 자유장 경계가 점성 경계조건의 

경우보다 4.9배까지 크게 계산이 되었다. 측점 2의 파

형에서 x방향 성분의 최대 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를 보인 시간을 보면 점성경계의 경우 기폭 

후 94.5 ms, 자유장 경계의 경우 154.5 ms로서 반사

 

2 

1 

(a) Model 1

   

(b) Model 2

Fig. 1. Numerical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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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 의한 중첩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점에 따라 경계 조건의 설정에 따라 최대 입자속도 

값이 2∼5배까지 나타나고 있음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계 조건은 해석 프로그

램에 따라 이를 반사, 굴절파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

는 점성 경계 조건이나, 전달 경계 조건 등을 이용하

 

(a) Particle velocity at point 1 (b) Particle velocity at point 2

Fig. 3. Particle velocity histories for free filed boundary conditions.

(a) Particle velocity at point 1

 

(b) Particle velocity at point 2

Fig. 4. Particle velocity histories for viscous boundary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

pont 1 point 2

Time after blasting (s)
Peak particle velocity

(mm/s)
Time after blasting (s)

Peak particle velocity

(mm/s)

free-field

x 0.1290 0.1486 0.1545 0.2764 

y 0.0835 0.3518 0.1125 0.2398 

z 0.0630 0.4387 0.0935 0.1830 

viscous 

x 0.0340 0.0730 0.0945 0.0565 

y 0.0350 0.1516 0.1170 0.1243 

z 0.0325 0.1593 0.0945 0.1025 

Table 2. Calculation results of peak particle velocities for free field and viscous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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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석을 수행하거나 또는 무한 요소와 유한 유소를 

함께 coupling하여 모델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동적 하중 곡선 특성과 계산 시간 간격의 영향

명시적 시간 적분을 이용한 시간 이력 해석 방법

에서 계산 시간 간격(calculation time step, Δt)은 수치

해석적 안정성(numerical stability)뿐만 아니라 전체 

계산 시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

요한 입력 변수이다. 계산 시간 간격이 크면 해석 결

과가 수렴하지 않는 등 수치해석적 불안정성이 발생

하며, 그렇다고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해석시간 간격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문제 해

결을 위한 전체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치해석적으로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 동시에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

정한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한 

해석시간 간격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유한 

요소의 크기, 응력파 전달 속도 등이 있는데 MIDAS 

program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설정된다.

    Calculation time step, Δt = Tp/10 (1)

여기서, Tp = Period of the highest mode vibration (s)

발파 하중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에 높은 충격 하

중이 공벽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가해지는 경우, 식 

(1)과 같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는 하중 정보가 제대

로 인식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적정한 해석시간 

간격 값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설정된 시간 간격 내에서는 입력 하중이 변화하지 

않고 같은 값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

문에, 하중의 시간적 변화가 큰 경우에는 계산 시간 

간격 설정에 따라 해석 결과의 오차가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하중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시간 간격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수십 micro- 

second 간격으로 변화하는 시간대의 동적 하중의 값

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산 시간 간격을 설정한다면 

전체 해석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이므로 너무 비

능률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하중 형태와 해석

시간 간격 설정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여 적정한 시간 간격 설정에 대한 지침을 얻고자 하

였다. 

본 해석에 사용된 기본 입력 하중 곡선으로서 Fig. 

2의 발파하중 곡선은 Case I으로 명기하였다. 동적 하

중에 대한 모델의 응답 거동이 시간적 변화보다는 최

대 응답의 크기가 중요한 변수라면, 최대 하중 이전 

시간대의 하중 변화 양상은 큰 영향 변수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대 하중 이전을 고려하지 않

고 최대 하중 이후의 하중 곡선만을 고려했을 때와의 

해석 결과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Fig 5의 발파하

중 곡선과 같이 최대 하중에 도달하기까지의 극히 짧

은 rising time을 없앤 하중곡선에 대해서도 해석을 실

시하였고, 이하 결과 해석에서 Case II로 명기하였다.

Fig. 5. Blast load history for Case II.

계산 시간 간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ase I 및 Case II의 각 발파 하중 형태에 대

해 시간 간격을 변화시켜 가며 결과를 분석하였다. 발

파하중 함수, Case I 의 rising time은 5×10-5s(50 micro- 

second), 지속시간(duration)은 0.002s(2 mill-second)이

며, 계산 시간 간격은 1×10-3s, 4×10-4s, 3×10-4s, 

2×10-4s, 1×10-4s, 5×10-5s, 2×10-5s, 1×10-5s로 변화시켰

다. 하중 함수 및 계산 시간 간격 변화가 해석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 모델의 지표 측점 1 및 2의 

두 지점에서의 입자속도로서 성분별 최대 입자속도

(PPV, Peak Particle Velocity)와 벡터합 속도의 최대값

(PVS, Peak Vector Sum)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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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ak vector sum vs. calculation time step for Case 

I and Case II.

각각의 계산 시간 간격에 대한 성분별 최대 입자

속도 및 해석결과의 수렴양상은 Fig. 6과 같다. 계산 

시간 간격에 대한 벡터합 속도의 최대값을 Case I과 

Case II를 비교하여 도시하면 Fig. 7과 같다. 

각각의 계산 시간 간격에 대한 PPV 분석 결과, Δt

가 5×10-5s 이하에서는 시간 간격에 따라 각 측점에서

의 PPV가 증가하다가 5×10-5s 이상에서 수렴하여 일

정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Δt가 100×10-5s

의 경우 결과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는데, 이

는 발파함수의 rising time에 비해 Δt가 크기 때문에 

발파하중의 최대값을 놓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 결과, 계산 시간 간격, Δt를 과도하

게 작게 설정한다고 해도 해석시간의 증가만 초래할 

뿐 해석결과 응답 거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은 계산 시간 간격 설정에 따라 

전체 해석에 소요된 시간을 보여 준다. 본 해석에 사

용된 발파하중 이력과 같은 경우, Δt를 5×10-5s로 하

는 것이 계산 결과에 대한 오차를 줄이면서 전체 계

산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시간 간격 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파하중과 같이 시간에 따

라 급격히 변화하는 하중 경계 조건에 대한 시간 이

력 해석에 있어서는 하중의 이력을 고려하여 계산 시

간을 설정하여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전체 계산 시간을 적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동적 하중 구속 조건의 영향

일반 내진 해석에서 경계 조건으로의 지진 하중은 

모델 바닥 경계에 가해진다. 대부분 지표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이나 암반 사면이 해석 대상으로서 이 경

우 지표를 하부 경계로 하여 모델을 작성하게 되므로 

(a) point 1

  

(b) point 2

Fig. 6. Peak particle velocity vs. calculation time step.

calculation time step, Δt (10-5s) 100 40 30 20 10 5 2 1

total calculation time (s) 206 502 733 1,012 2,003 3,976 10,479 68,804

*Remark. PC spec: Intel Core 3.9 GHz, 3.4 GHz 64 bit Window version. 

Table 3. Total calculation time taken for analysis by calculation tim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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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지진계에서 측정된 지진 자료를 입력 파형으

로 하여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지중 구조

물의 경우 바닥 경계를 지진 하중으로 흔들어 줄 경

우, 지표에서 측정된 지진 파형을 어느 정도 보정하

여 하부 경계 조건으로 입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한다. 본 해석은 상부 지표와 해석 모델의 하부를 지

진 하중 경계 조건으로 했을 경우의 영향 차이를 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진 하중은 1989년에 로마의 

피에타에서 발생한 진도 6.9의 피에타 지진을 기본 

지진파로 하였다(Fig. 8 참조). 

Fig. 9는 각각의 경우 최대 변위와 최대 속도 분포 

계산 결과를 보여 준다. 지하공동 돔 천정에서의 x 

방향 최대 변위의 경우 지표에 지진 하중을 가한 경

우에는 6.05 mm로 계산되었으며, 모델 하부에 가한 

경우 7.27 mm로 계산되었다. 하부에 지진 하중을 가

한 경우가 지표에 가한 경우보다 약 16.2% 크게 나타

났다. 최대 입자속도는 지표에 지진 하중을 가한 경

우에는 55.03 mm/s, 모델 하부에 가한 경우에는 60.41 

mm/s로 계산되었으며, 약 8.9%의 차이를 보였다. 하

부 오른쪽 구석 절점에서의 최대 변위는 지표에 지진 

(a) max. x-displacement, bottom constraint 

   

(b) max. x-displacement, surface constraint

(c) max. x-particle velocity, bottom constraint

   

(d) max. x-particle velocity, surface constraint

          Fig. 9. Response of underground storage cavern according to constrai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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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aveform of 1989 Loma Prieta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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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가한 경우에는 6.92 mm, 모델 하부에 가한 경

우에는 5.08 mm로서, 공동 상부 절점에 대한 결과와

는 반대로 후자의 경우가 1.84 mm 작게 나타나 약 

26.6%의 차이를 보였다. 대상 절점에서의 최대 속도

는 각각 54.89 mm/s, 46.39 mm/s로 계산되었다. 해석 

공동의 규모가 작다면 하중 경계 조건에 따른 차이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동의 규모가 클 경우 

하중 경계 조건에 따라 계산 결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형상과 절점 위치에 따

라서도 변위나 입자속도의 크기 변화의 경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 동적 하중의 주파수 특성 영향 

경계 조건으로서 동적 하중의 주파수 특성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9년에 로마의 피에타에서 발

생한 진도 6.9의 피에타 지진을 기본 지진파로 하여, 

지속시간을 0.5(case I), 0.1(case II), 0.01(case III)배로 

변형함으로써 진폭의 크기와 변화 양상은 동일하게 

하고 주파수(주기) 특성을 변화시켜 각각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해석 시간은 case 

I의 경우 20s, case II는 5s, case III는 0.7s로 설정하

였으며 계산 시간 간격은 각각 0.001s, 0.0002s, 

0.00002s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지하저장 공동 모델 주변의 임의 절점 5개를 선정하

여 시간에 따른 변위 및 속도 이력곡선을 작성하였다. 

Fig 10. Analysis results by frequency characteristics, 
displacement at each point.

Fig. 10은 각 5개 절점에서의 변위량을 보여 주는 

결과 그래프로서 동적 하중의 주파수 대역이 증가할

수록 동일 크기의 진폭에 대해 응답 변위의 크기가 

감소함을 보여 준다. 그 의미는 동일한 크기의 진폭

일지라도 동적 하중의 주파수(주기) 특성이 지진파에

서 발파진동파 영역으로 갈수록 저장 공동의 응답 변

위가 작아짐을 나타내며, 따라서 저주파 영역에 대한 

동적 하중을 받는 저장 공동의 안정성은 더 불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발파나 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 하에서 

암반 구조물의 동적 거동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

행되는 수치해석적 방법에서, 해석에 필요한 주요 입

력 변수로서 계산 시간 간격(calculation time step)와 

경계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어떻게 미치는가의 영향

을 파악하고, 설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

로 하여 수행되었다. 발파와 같이 rising time이 극히 

짧은 시간을 갖는 동적 하중의 경우 계산 시간 간격

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중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면

서도 전체 해석 시간을 적정화 할 수 있으며, 내진 

해석 시 지진 하중 경계 조건에 따른 계산의 차이가 

지중 구조물의 규모나 형상에 따라 의미 있는 수준으

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동적 하중의 주파

수 특성에 따른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특정 형태의 지중 공동 모델을 다루었고 암석의 

동적 물성이나 동적 구성방정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점의 변위나 속도의 계산 결과가 보여주는 

변화 양상과 절대적인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동적 해석을 수행할 때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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