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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Design Seismic Wave Time History Generation 

Technique Corresponding to the Recorded Seismic Wave–Based 

Design Response Spectrum

ABSTRACT

With the recent occurrence of large-scale earthquakes in Korea, the importance of seismic design has greatly increased. Seismic design 

standards stipulate that dynamic time history analysis be performed for important or special structures. In the seismic analysis and 

design of such structures, determining a rational design input seismic wav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and design. In the seismic design standards, rational design seismic waves mus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fault) and 

satisfy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for each seismic performance level. This requirement can be partially satisfied by modifying the 

actual seismic wave measured in the area (fault) according to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In this study, a method of correcting and 

generating seismic wave time histories according to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based on actual measured seismic waves using the 

harmonic wavelet transform was propose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technique, the technique was applied to 

earthquakes of magnitude 5.8 and 5.4, respectively, that occurred in Gyeongju (2016) and Pohang (2017), and the seismic wave time 

histories corresponding to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were modified and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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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국내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중요구조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적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 또는 특수 구조물의 내진해석 및 설계에 있어 합리적 설계 입력 지진파를 

결정하는 것은 해석 및 설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진설계기준에서 합리적 설계 지진파는 해당 지역(단층)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내진 성능 수준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해당 지역(단층)에서 계측됐던 실 지진파를 설계응

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하여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모닉웨이브릿변환(Harmonic Wavelet Transform)을 이용

하여 실 계측 지진파를 기반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지진파시간이력 수정·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적용성 검토

를 위해 경주(2016년)와 포항(2017년)에서 발생했던 각 규모 5.8과 5.4의 지진에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한 지진파시

간이력을 수정·생성 하였다.

검색어 : 지진파시간이력, 입력지진파,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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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경주지진(2016년)과 포항지진(2017년) 등 큰 규모 지진의 발생으

로 인해 지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진 대비를 

위한 내진 해석·설계에 있어 국내·외 내진 설계 기준(ASCE, 2010; 

CEN, 2004; MOLIT, 2018; MOLIT, 2019)에서는 중요 구조물 

또는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진파 시간이력을 입력 지진하중으

로 사용하는 동적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에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대상 부지 지반 

증폭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같은 지반 

물성치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Hwang and Park, 2013; 

Hwang and Park, 2014)과 지진 하중 결정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다. 국내·외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입력하중으로서의 설

계 지진파 생성을 위해 해당 지역(단층)의 특성이 반영되고, 동시

에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만족시키는 지

진파 시간이력을 동적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설계지진파로 사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ASCE, 2010; CEN, 2004; MOLIT, 2018; 

MOLIT, 2019).

단순하게 설계응답스펙트럼만을 만족시키는 지진파 생성을 하

는 경우 시간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가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들은 

대상 부지의 특성(단층-경로 시스템)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설계지

진파 생성 시 대상 부지(단층)의 특성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 단층에서 발생했던 지진파 시간기록을 설계응

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하여 설계지진파로 사용할 수 있다

(Abrahamson, 1992; Al Atik and Abrahamson, 2010; Giaralis 

and Spanos, 2009; Hancock et al., 2006; Spanos, 1983). 최근까

지 규모 있는 지진기록이 없던 국내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했던 

규모 있는 지진파 시간이력에 근거하여 설계지진파를 생성하였으

나 최근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있는 지진으로 인해 국내 

발생 지진파를 활용한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를 생성하여 

설계 지진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단층에서 발생하여 

계측됐던 지진파를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하는 경우 

생성된 지진파는 대상 단층에서 발생가능한 지진파시간이력의 특

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모닉웨이브릿 변환(Harmonic Wavelet Trans-

form, HWT)에 기반한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 생성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주어진 지진파를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하여 설계지진파를 생성한다.

하모닉웨이브릿 변환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처리가 수행

되기 때문에 주어진 지진파를 구성하는 주파수성분들의 시간영역 

분포 특성을 잘 규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주와 포항의 기반암위

치 계측지진파를 기반으로 지진구역Ⅰ구역(세종지역) 내진성능수

준 중 붕괴방지 특등급의 내진해석에 사용가능한 설계 지진파 

시간이력을 생성하였다.

2.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이용한 계측지진파에 기반한 설계

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기법

2.1 하모닉웨이브릿변환(Harmonic Wavelet Transform)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은 Eq. (1)로 표현되는 상관관계(correlation) 

방법에 근거한 시간-주파수 변환방법이다(Newland, 1999). 계측 

데이터와 하모닉웨이브릿 사이의 형태의 유사성을 평가하여 하모

닉웨이브릿계수 를 결정하고, 이를 통하여 계측 데이터의 

구조를 평가한다.

 
∞

∞

′ ′′  (1)

  : 하모닉웨이브릿 계수

 : 계측데이터

  : 하모닉웨이브릿

 : 의 켤레복소수(공액복소수)

하모닉웨이브릿은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for  ≤ 

 
 실수

 (2)

 


 

   (3)

Eq. (3)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주파수 대역  ≤ 에

서만 일정한 크기로 정의되는 각각의 하모닉웨이브릿은  ≤

을 통과대역으로 하는 이상화된 주파수 대역통과 필터

(bandpass filter)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하모닉웨이브릿은 

대상 주파수 대역 전체에서 Complete하게 정의된다.

Park and Kim(2001)에 의하면 에 의해 결정되는 

하모닉웨이브릿계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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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힐버트(Hilbert)변환을 나타낸다. 는 

의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는 

의 시간에 따른 위상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때 하모닉웨이브

릿계수 의 크기와 위상은 가 점유하는 주파수 성분

의 크기와 위상의 시간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주파수대역에 

걸친 지진파의 하모닉웨이브릿계수 결정을 통해 지진파를 구성한 

다양한 주파수 성분들이 가지는 크기와 위상 정보의 시간에 따른 

분포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2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이용한 계측지진파에 기반한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과정

개발된 기법은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사용하여 계측지진파를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하여 지

진파를 생성하게 된다.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활용한 계측 지진파 

수정은 계측 지진파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의 시간에 따른 

크기 및 위상분포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계측 지진파의 시간 및 주파수 특성이 잘 반영된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어진 지진파 

시간이력을 기반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지진파 시간이

력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주어진 지진파 시간이력에 대하여 하모닉웨이브릿변

환(HWT)을 수행하여 전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하모닉웨이브릿계수를 결정한다.

Step 2) Step 1의 지진파시간이력에 의한 응답스펙트럼을 결

정하고, 결정된 응답스펙트럼과 주어진 대상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주파수별 에너지 크기 비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

이때, 는 임의의 주파수 에 해당하는 설계응답스

펙트럼의 크기이며, 는 같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지진파 

시간이력에 의한 응답스펙트럼의 크기이다.

 이면 Step 3를 수행하고,

≤ 이면 Step 4를 수행한다.

이때, 는 생성 결과의 정밀도를 경정하는 지수로서 0에 가까운 

값을 사용할수록 생성된 지진파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더 잘 

만족시킨다.

Step 3) Step 2에서 결정된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진파 시간이력을 구성하는 하모닉웨이브릿 계수를 

수정한다. 여기서 
 는 수정 후 하모닉웨이

브릿 계수 이다.


 ×  (6)

수정된 
 들에 대해 역 하모닉웨이브릿 변환(Inverse 

Modified Harmonic Wavelet Transform, IMHWT)을 수행하여 

지진파 시간이력을 생성하고 이 지진파시간이력에 대해 Step 1, 

Step 2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Step 4) Step 2에 주어진 결정된 전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에 대해 IMHWT을 수행하여 주어진 설계응답스

펙트럼에 상응하는 지진파 시간이력을 결정한다.

Fig. 1. Design Response Spectrum–Compatible Seismic Wave Time 
History Generation Algorithm Based on Recorded Seismic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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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안된 방법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계측된 

지진파신호를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수정하

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영역(Domain) 변환에 기반한 설계응답

스펙트럼 상응 지진파 생성방법에서 영역 변환 시 에너지 leakage 

(Newland, 1993)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계측 지진파 신호 발생 

시점보다 이전 시간영역에서의 가상의 신호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Fig. 1은 앞서 설명한 주어진 지진파 시간이력을 

기반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지진파 시간이력을 생성하

기위한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3. 제안된 기법의 적용 : 경주 ML5.8 지진과 포항 ML5.4

지진

경주(2016년)와 포항(2017년)에서 발생했던 규모 5.8과 5.4의 

지진파 시간이력 계측기록에 대해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단층들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설계지진파들을 생성하였다. 

사용된 계측지진파들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지진파들이다. 대상 

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 위치에 해당하며, 지진구역Ⅰ구역(세

종지역) 내진 성능 수준 붕괴방지수준 특등급에 해당하는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세종 지역 설계응답스펙트럼결정을 위한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세종의 지역계수는 Ⅰ구역으로 0.11 g, 

위험도 계수는 붕괴방지수준 특등급에 해당하는 2.0(재현주기 

2400년)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결정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은 Fig. 

2와 같다(MOIS, 2018).

3.1 ML5.8 경주 지진파를 사용한 DRS 상응 지진파 시

간이력 생성

다양한 경주지진 계측기록들 중 진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명계

리 관측소(KG-MKL)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였다.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응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사용된 

지진파는 명계리 관측소 기반암 위치에서 관측된 규모 5.8 지진파의 

E-W방향과 N-S방향 성분 기록이다. Fig. 3은 각 E-W방향과 

N-S방향 규모 5.8 경주 지진파 시간이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4는 Fig. 3에 주어진 E-W방향과 N-S방향 규모 5.8 경주 지진파 

성분에 대해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통해 결정한 크기(에너지) 시간

-주파수 분포 지도이며, 0.02~0.2 g 사이 지진 가속도 성분들의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크기 분포가 나타나있다. 그림을 보면 

두 성분 모두 45 Hz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과 지진 발생 초기시간 

대역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들이 분포함을 볼 수 있다.

Fig. 5는 계측 경주 지진파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과 설계응답스

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주기 0.1초를 경계로 단주

기 대역에서는 경주 지진파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이 설계응답 

스펙트럼보다 큰 값을 보이며, 장주기 영역에서는 설계응답스펙트

럼보다 작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2. Design Response Spectrum in Bedrock (Seismic Special 

Grande-Collapse Prevention Level)

(a) E–W (b) N–S

Fig. 3. Recorded Gyeongju Seismograms (E–W,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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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Fig. 2에 주어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도록 제안

된 기법에 따라 Fig. 3에 주어진 계측지진파들을 수정하여 생성된 

E-W방향과 N-S방향의 경주 지진파이다. Fig. 7은 Fig. 6에 주어진 

지진파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결정된 응답 스펙트럼과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 7을 보면 두 방향 성분 지진파

들에 의해 생성된 응답 스펙트럼이 모두 설계응답 스펙트럼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8은 Fig. 6에 주어진 수정·생성된 E-W방향과 N-S방향 

지진파 성분에 대해 하모닉웨이브릿 변환을 통해 결정한 크기(에너

지) 시간-주파수 분포 지도이다. 이 그림도 Fig. 4와 마찬가지로 

(a) E–W (b) N–S

Fig. 4. ML 5.8 Gyeongju Earthquake Energy Time–Frequency Maps (E–W, N–S) 

(a) E–W (b) N–S

Fig. 5. Comparison between Design Response Spectrum and Response Spectrum Caused by the ML 5.8 Gyeongju Earthquake (E–W, N–S)

(a) E–W (b) N–S

Fig. 6. Modified Gyeongju Seismograms (E–W,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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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2 g 사이 지진 가속도 성분들의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크기(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8과 Fig. 4를 비교해보

면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에너지 분포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수정된 지진파에 의한 에너지 분포를 보면 Fig. 4에 비해 주기 

0.1초에 해당하는 주파수 10 Hz를 기준으로 고주파수(0.1초 이하 

단주기) 성분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저주파수(0.1초 이상 장주기) 

성분의 에너지크기 및 에너지가 점유하는 시간대역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진파 에너지의 시간-주파수 영역 상 점유 

위치 변환에 의해 응답 스펙트럼이 변화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은 

지진 에너지의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재배치를 통해 주어진 지진파

를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게 수정·생성한다.

3.2 M5.4 포항 지진파를 사용한 DRS 상응 지진파 시간

이력 생성

포항 지진을 계측한 다양한 관측기록 중 진앙으로부터 가장 

가까우며, 기반암위치에서 계측이 수행된 학계리 관측소(KG-HAK)

에서 계측된 규모 5.4 지진 기록에 대해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

였다.

Fig. 9는 E-W방향과 N-S방향으로 계측된 규모 5.4 포항 지진파

이며 Fig. 10은 Fig. 9에 주어진 E-W방향과 N-S방향 규모 5.4 

포항 지진파 성분에 대해 하모닉웨이브릿변환을 적용하여 결정된 

크기(에너지) 시간-주파수 분포 지도이다. 이 그림은 0.02~0.2 

g 사이 지진 가속도 성분들의 시간-주파수 영역에서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지진이 발생한 시간위치에서 40 

Hz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위치함을 볼 수 있으며, 

대략 10 Hz를 중심으로 저주파 대역에 고주파 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에너지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E-W방향 성분과 N-S방향 

성분의 에너지 크기를 보면 N-S성분이 E-W성분에 비해 에너지 

크기가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진 발생 초기에 4~5 Hz부근의 

최대 에너지 발생 위치에서 N-S성분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큼을 

볼 수 있다.

(a) E–W (b) N–S

Fig. 7. Comparison between Design Response Spectrum and Response Spectrum Caused by the Modified ML 5.8 Gyeongju Earthquake (E–W, N–S)

(a) E–W (b) N–S

Fig. 8. Modified ML5.8 Gyeongju Earthquake Energy Time-Frequency Map (E–W,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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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계측 포항 지진파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과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E-W지진 성분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은 전체 영역에 걸쳐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주기 0.03~0.1초 보다 작은 주기 대역(상대적으로 

고주파 대역)에서 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N-S

성분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은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응답스펙트럼의 형태는 유사하나 대략 0.1~0.3초 

사이의 주기대역에서 크기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Fig. 12는 Fig. 2에 주어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도록 

(a) E–W (b) N–S

Fig. 9. Recorded Pohang Seismograms (E–W, N–S)

(a) E–W (b) N–S

Fig. 10. ML5.4 Pohang Earthquake Energy Time–Frequency Maps (E–W, N–S) 

(a) E–W (b) N–S

Fig. 11. Comparison between Design Response Spectrum and Response Spectrum Caused by the ML5.4 Pohang Earthquake (E–W,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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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생성된 E-W 방향과 N-S 방향의 포항 지진파이다. Fig. 13은 

Fig. 12에 주어진 지진파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결정된 응답 스펙트

럼과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 13을 보면 두 

방향 성분 지진파들에 의해 생성된 응답 스펙트럼이 모두 설계응답 

스펙트럼과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14는 Fig. 12에 주어진 수정된 E-W방향과 N-S방향 지진파 

성분에 대해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통해 결정한 크기(에너지) 

시간-주파수 분포 지도이다. Fig 14와 Fig 10을 비교해보면 시간-주

파수 위치에 따른 에너지의 상대적 크기 및 점유 위치 등이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지진파 

에너지의 크기 및 점유 위치 변경을 통해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한 지진파를 생성한다.

(a) E–W (b) N–S

Fig. 12. Modified Pohang Seismograms (E–W, N–S)

(a) E–W (b) N–S

Fig. 13. Comparison Between Design Response Spectrum and Response Spectrum Caused by the Modified ML5.4 Pohang Earthquake (E–W, N–S)

(a) E–W (b) N–S

Fig. 14. Modified ML5.4 Pohang Earthquake Energy Time–Frequency Maps (E–W,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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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계측된 지진

파 시간이력의 에너지 크기 및 점유 위치 수정을 통해 주어진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설계 지진파 시간이력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제안된 기법은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계측 지진파의 수정이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계측 지진파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가지는 시간 분포 특성을 잘 반영한다.

제안된 기법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경주 및 2017

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기반암 위치 지진파 계측 기록을 기반으로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설계 지진파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기법은 계측 지진파 시간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만족하는 설계 지진파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대상 지역(단층)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 지진파 생성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설계응답 스펙트럼에 상응하게 계측 지진파를 

수정하여 설계 지진파를 생성하는 방법들의 경우 발생 지진파 

시간이력의 형태와 관련된 대상 단층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

게 된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 있는 설계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며 동시에 대상 단층의 특성

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지진파 시간이력 생성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7R1D1A1A020186 

4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Abrahamson, N. A. (1992). “Non-stationary spectral matching.” 

Seismological Research Letters, Vol. 63, No. 1, pp. 30

Al Atik, L. and Abrahamson, N. (2010). “An improved method for 

nonstationary spectral matching.” Earthquake Spectra, Vol. 26, 

No. 3, pp. 601-617.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2010).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ASCE 7-10).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g, Reston, Virginia. c2010.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2004). ENV 1998-1: 

Eurocode 8: Design of structure for earthquake resistance-Part 

1:general rules, seismic actions and rules for building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Brussels, Belgium. c2004.

Giaralis, A. and Spanos, P. D. (2009). “Wavelet-based response 

spectrum compatible synthesis of accelerograms - Eurocode 

application (EC8).”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Elsevier BV, Vol. 29, No. 1, pp. 219-235.

Hancock, J., Watson-Lamprey, J., Abrahamson, N. A., Bommer, J. 

J., Markatis, A., McCoy, E. and Mendis, R. (2006). “An improved 

method of matching response spectra of recorded earthquake 

ground motion using wavelets.” Journal of Earthquake Engineering, 

Vol. 10, pp. 67-89.

Hwang, H. J. and Park, H. C. (2013). “Development of a new method 

to consider uncertainty of 1-D soil profile for the probabilistic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ol. 29, 

No. 3, pp. 41-50 (in Korean).

Hwang, H. J. and Park, H. C. (2014). “1-D probabilistic ground 

response analysis.”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Vol. 18, No. 2, pp. 73-78 (in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8). 

General seismic design (in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9).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buildings (in Korea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2018). Seismic design 

general application (in Korean).

Newland, D. E. (1993). An introduction to random vibrations, 

spectral and wavelet analysis, Dover USA, USA.

Newland, D. E. (1999). “Ridge and phase indectification in frequency 

analysis of transient signal by harmonic wavelet.” Journal of 

Vibration and Acoustics, ASME, Vol. 121, No. 2, pp. 149-155.

Park, H. C. and Kim, D. S. (2001). “Evaluation of the dispersive 

phase and group velocities using harmonic wavelet trasnform.” 

NDT & E International, Vol. 34, No. 7, pp. 457-467.

Spanos, P. D. (1983). “Divital synthesis of response-design spectrum 

compatable earthquake records for dynamic analyses.” The Shock 

and vibration digest : a publication of the Shock and Vibration 

Information Center, Naval Research Laboratory, Vol. 15, No. 3, 

pp.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