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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응답 해석을 활용한
건축구조물 내진설계의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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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7. SRA (Site Response Analysis)

구조물이 건설되기 이전의 지반상태에서 지진파에 대한 지반의 응답
(변위, 속도, 가속도) 산정

지하 구조물 부지의 토층 깊이별 세분화된 지진응답 해석

토층별 토압산정을 위한 부지응답 해석 데이터를 Gen 데이터로 내보내기

-
‘부지응답 해석’이란?

What SRA?

-
‘부지응답 해석’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부지응답 해석 개념도]

[지층별 전단파 속도] [단일 코사인, 이중 코사인 응답 변위] [부지응답 해석 응답 변위]

< 출처: 2020.09.16 MIDAS 기술강좌 >

[해석 모델]

Why SRA? 건축물 시간이력 해석을 위한 토층별 지진동 산정 

토층별 지진응답 변위를 Gen 전체 모델의 지진토압 하중으로 입력 편의기능 지원

부지응답 해석 결과를 활용한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지원

SRA(부지응답 해석) → midas Gen(전체구조 해석) → midas Design+(부재설계)



Option 17. SRA (Site Response Analysis)

부지응답 해석에 의한 지층별 지진응답(변위, 속도, 가속도)산정
표면 지진동을 기반암 진동으로 Deconvolution

midas Gen

midas Design+

SRA

정적토압과 설계지진토압을 고려한 지배하중조합에 의한 지하외벽 설계

[지층별 지반물성치 입력]
[지진파 입력] [시간이력 결과 그래프]

지반 운동, 응답 스펙트럼, 응력/변형률

[Combined Soil Pressure]

[부지응답 해석
데이터 Import]

[토층별 지진토압
자동 계산]

[지진토압에 따른
부재력 검토]

[전체 해석모델에
지진토압 입력(User)]

[Combined Moment] [Combined Shear]

[해석 결과 깊이별 응답]
전단파, 변형률, 변위/속도/가속도 등

부지응답 해석결과를 활용한 전체구조물 해석 및 하중조합 부재력 검토
SRA 토층별 지진동 값을 활용한 시간이력 해석

[시간이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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