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
A

기 술 강 좌

국내지중구조물내진설계정리

9696

1. 서론

원자력발전소, 대댐그리고가스터미널등과같이붕

괴시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물들

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 말까지도 국내에서는 내진설

계개념을 토목구조물 설계 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규모 5.0의 홍성지진이 발생되어 지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 으며, 특히 1995년 1월 17일

규모7.2의“Hyogoken Nanbu”대지진이일본고베지

역을 강타하고 난 후, 제반 구조물의 내진에 대한 연구

가국내에서도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진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월 지진 등 실제적인 인명손실

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진(지진규모

4.0이상)의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다(표 1). 이러한지

진 빈도의 증가에 따라 사회 기간시설의 내진설계 요구

가높아지고있다. 

지진피해의 규모는 사회 전반의 지진에 관한 준비 태

세와 내진 설계기술의 발달 정도에 많이 좌우되므로 국

내의 실정에 맞는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댐, 상수

도시설물, 지중구조물(유류저장소, 지하공동구, 장대터

널)등은 시민 생활과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로서

다른 사회 기반시설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복구가빨리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회경제시스

템의기능이장시간마비될수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 기반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 지

중구조물에는매설관로처럼작은구조물로부터지하철

역처럼 대규모 시설물까지 포함된다. 또한 터널처럼 구

조형태가선상(線狀)인것도있고, 주차장처럼박스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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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용도, 시공법, 단면형상까지

도 포함하면 매우 세부적으로 분류해야한다. 본 기사에

서는 국내 지중구조물 중 터널 및 지하공동
구시설물을중심으로내진설계방법에대해

서 정리하도록 하 다. 또한 건설지점에 발

생가능한액상화현상에대해서간이평가및
상세평가방법을 정리함으로써 지하구조물

내진설계를 하고자 하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폭넓은이해를제공하고자한다.

2. 지중구조물내진설계개념

지중구조물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대상지

반에 동적특성값을 입력한 후 설계성능수준

에 따른 내진성능목표에 적합한 인공 및 실

지진하중을 외력으로 하여 구조물의 등급에

맞는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을 검토를 먼저 수행한다. 내진해석 수행에

필수적인사항은아래와같다.

내진성능목표및내진등급

동적지반정수산정

설계지반운동

내진해석방법(등가정적법, 응답변위법,

동적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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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진규모 4.0 이상의 우리나라 주요 계기관측 지진 목록(1905-2007)

지진명 발생일 규모(M) 진도(JMA) / 기사
쌍계사지진 1936. 7. 4 5.1 쌍계사(Ⅴ)/부상 : 4명, 가옥파괴 : 113동
홍성지진 1978. 10. 7 5.0 홍성(Ⅴ)/부상 : 2명, 건물파괴 : 118동, 성곽 파손 : 90m

흥도지진(해역) 1985. 6. 25 4.0 인천 남서 약 30㎞/인천(Ⅲ)
울산지진(해역) 1994. 4. 22 4.6 경남 울산 남동쪽 약 175㎞해역/울산, 포항, 경주, 부산(Ⅲ)
백령도지진(해역) 1995. 7. 24 4.2 백령도 서쪽 약 70㎞해역/서울, 경기서부(Ⅲ)

월지진 1996. 12. 13 4.5 월 동쪽 약 80㎞해역/ 월(Ⅳ), 전국감지(Ⅰ-Ⅲ)
경주지진 1997. 6. 26 4.2 경주 남동쪽 9㎞/경주(Ⅳ), 포항-대구-부산(Ⅲ)

속초지진(해역) 1999. 1. 11 4.2 속초 북동쪽 약 15㎞해역/속초-간성(Ⅳ), 양양-고성(Ⅲ)
울진지진(해역) 2004.5.29 5.3 울진군 동쪽 80㎞ 해역
월정사지진 2007.1.20 4.9 강릉시 서남쪽 약 29㎞/전국감지(Ⅰ-Ⅲ)

그림 1. 지중구조물 내진설계 절차

건설지점의 선정

지반조사

구조형식 및 단면가정

지진응답해석법의 결정

횡단방향 지진응답해석

응답변위법 응답변위법응답진도법 동적해석법

구조해석

설계하중의 산정
(상시하중, 지진하중)

단면설계

안정성 검토

단면결정 및 상세설계

OK

N.G.

NO

YES

동적해석법

종단방향 지진응답해석

액상화가능성? 지반보강

지반보강후 지반정수 결정

구조물의 내진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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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 다룰 지중구조물 내진해석 및 설계방법

은국내·외에이미널리소개된보편적인이론및방법

이며, 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중구조물 내진해석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여러 내

진해석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지중구조물

내진설계시설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지하공동구

내진설계 기준」(건설교통부, 2004)의 내진설계 절차를

유용하여그림1과같이개념도를정리하 다. 

본 기사에서는 지중구조물(터널 및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중다음사항을중심으로정리하 다.

ⓛ시설물별내진등급

②시설물별내진성능목표

③내진해석방법

내진해석 방법은 3장에 응답변위법과 동적해석법을

중심으로 정리하 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

단하게4장에정리하 다. 좀더자세한해석방법은참

고문헌을 통해서 학습할 것을 권한다. 동적 지반정수산

정및설계지반운동결정은내진설계시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내진설계기준연

구 II」(건설교통부, 1997) 또는 여러 참고도서를 통해서

이부분의지식을획득할수있을것이다. 

2.1 터널 내진설계

2.1.1 터널 내진설계기준의기본개념
본 내진설계 기준은 다음의 기본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지진시 터널의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한 사회적 간

접피해및재산피해를최소화한다.

(2) 지진시 터널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내부시

설물의피해는방지하여터널의기본기능은발휘

할수있게한다.

2.1.2 설계의일반사항
터널은지중구조물의대표적인구조물로써지진에의

한 동적특성은 지반 속에서의 지반운동에 순응하여 구

조물이 진동하기 때문에 지상 구조물과는 상이한 내진

설계를실시하여야한다.

①내진설계는 일반하중에 대하여 기 설계된 시설물

에 대해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

면 및 세부 설계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터널의 내진에 대하여서는 각 공종 별 형태 및 지

반의특성, 지진파의형태와터널방향에따른터널

의 변형 양상에 따라 지진의 향이 클 것으로 예

상되는 대표구조물 혹은 대표단면에 적용함으로

써, 전구간에대한내진안전성을평가할수있다.

(1) 터널의내진등급

터널 내진등급결정에 있어서 파괴시 심각한 인명피해

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터널과 활성

단층대와 인접지역에 한하여 내진 1등급을 적용하도록

한다. 터널 내진설계는 표 2에 규정된 내진등급별 평균

재현주기를갖는설계지진에대하여실시하여야한다.

표 2. 터널의 내진등급과 재현 주기

내진등급 터널 평균재현주기
고속도로 및 지하철 터널

내진1등급
고속도로, 특별시도로, 광역시 도로 또는 일반국도(왕복4차로이상)상의 터널

1000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 및 국방계획상 필요한 도로상에 건설된 터널
내진1등급으로 건설되는 구조물에 향을 줄 수 있는 터널

내진2등급 내진 1등급에 속하지 않는 터널 500년



(2) 터널의내진설계거동한계

①터널 내부의 구조적 손상은 경미한 수준으로 제한

되어야 하며 터널 라이닝 변형이 탄성한계를 초과

하는 소성거동은 허용되나 취성파괴나 좌굴이 발

생하여서는안된다.

②터널내의기초지반의과도한침하가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③액상화로인하여터널구조체가수리불능의피해를

입어서는안된다.

(3) 터널의내진설계대상지역및구조물

①지반이취약한터널의갱구부및주요접속부

②대규모단층대및파쇄대통과구간

③개착식천층터널및비대칭지형구간

④액상화가우려되는연약지반내터널구간등

(4) 터널 내진설계방법

터널 내진설계 절차는 각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따른

다. 

①터널설치구간의중요도에따른내진등급결정

②건설지점의지반조사및액상화가능성평가

③등급에따른내진안정성해석법결정

④설계지진계수의산정

⑤내진안정성검토

⑥단면설계

터널의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물성은 제반 동적 지

반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와 기존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선정한다.

지진입력의기준점이되는기반면은건설지점에대한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터널의 바닥면 보다 깊은

위치에정한다.

기반면은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가

760m/sec(2,500ft/sec)이상인견고한암반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면이 터널위치보다 상당히

깊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는 지반종류에 대한 표준설

계응답스펙트럼을이용하여사용할수있다.

터널건설지점의 지진재해도와 지진 재현주기에 따른

지진지역계수(Z)와위험도계수(I)는표3 및표4를따

른다.

(5) 내진해석법

①터널은 그 내공부를 포함한 단위체적중량이 주변

지반의단위체적중량에비교하여일반적으로가벼

우므로주변지반에발생하는변위, 변형등이중요

하게되어응답변위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②내진 1등급 동적해석법에서의 입력지진파는 건설

지점, 지반특성, 구조물의고유주기등을고려하여

유추한인공지진이력곡선을적용한다.

③내진1등급의설계시비선형거동특성을고려할수

있는해석방법을사용하여설계한다.

④내진 2등급의 설계시에는 선형해석법을 이용하여

설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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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진구역구분 및 지진구역계수(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을 기준)

지진구역 지진구역 계수, Z 행정구역

I 0.11g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도 경기, 강원 남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북동부

II 0.07g 도 강원 북부, 전남 남서부, 제주

표4. 위험도계수 I(평균재현주기500년지진을기준)

재현주기(년) 500 1000
위험도 계수, I 1.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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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터널 내진설계시주의사항

①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하여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진력을 증대시키는 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

께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철근을 넣어 인성을 증가

시키도록하여야한다.

②기둥단면의 내진설계는 지진에 의한 수평력에 의

하여 기둥단면의 압축파괴나 전단파괴, 휨인장 파

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으로, 압축파괴

나 전단파괴보다 휨인장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③갱구부에 대하여는 표토의 활동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부의 깎기면에 적절한 기울기를 확보

하여도류공을설치하여야한다.

④신축 이음부는 터널의 이음부에 강성이 작은 이음

장치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

소시킬수있도록하여야하며강성이작은이음장

치의 설치에 따른 구조적인 약점에 대해서도 검토

하여야한다.

⑤액상화 방지에 대하여는 지반개량을 통하여 지반

액상화를방지및억제시키도록하여야한다.

2.2 지하공동구 내진설계

2.2.1 지하공동구내진설계기준의기본개념
본설계기준은다음의기본개념에기초를두고있다.

(1) 지진시 구조물의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피해및재산피해를최소화한다.

(2) 지진시 구조물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내부

시설물의피해는방지한다.

(3) 지진시 가능한 한 지하공동구의 기본 기능은 발휘

할수있게한다.

(4) 인명피해를최소화한다.

2.2.2 설계일반사항
(1) 지하공동구의내진등급

구조물의중요도, 인명피해여부및피해규모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내진 1등급으로 규정한다. 다만,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방송국 등과 같

은 내진 특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능에 직접적인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공동구의 경우에는 내

표 5. 지하공동구 내진성능목표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재현주기
100년 내진1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1000년 내진1등급
2400년 내진특등급

표 6. 지하공동구 설계거동한계

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허용되는 피해
미세한 지반침하 미세한 지반침하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관계없는 2차부재의 파괴
허용변위를 초과하는 변위 구조물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피해

허용되지 않는 피해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과잉간극 수압에 의한 액상화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위치 변화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 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진특등급으로규정할수있다.

(2) 지하공동구의내진성능목표

가스·석유, 상수도, 전력·통신 등의 수송기능을 유

지하는한도에서의부분적인피해를허용하는기능수행

수준과, 내부시설물이 그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신속하

고경제적인보수가가능하도록허용하는붕괴방지수준

의두가지성능수준을확보하도록한다. 표 5는재현주

기에 따른 지하공동구의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수준을

나타낸것이다.

(3) 지하공동구의설계거동한계

지하공동구가 보유해야하는 내진성능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지며, 성능수준에따른지하공동구의설계거동

의한계는표6과같다.

(4) 내진 해석법

지하공동구의 내진해석은 설계단면의 횡단방향과 종

단방향에대해각각수행되어야한다. 단면방향별적용

가능한해석방법은표7과같다.

박스단면인 경우 표 7의 해석방법 중 설계결과의 보

수성과설계자의편리성을고려하여응답변위법을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응답변

위법보다 정 한 해석방법(응답진도법 또는 동적해석

법)을적용할수있다. 응답변위법을적용할경우3장의

이론및참고도서를참조한다.

(5) 내부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

지하공동구의내부시설물종류에따른설계기준은지

하공동구의 구조물 특성상 지하공동구의 내진성능수준

이 지하공동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시설물의 내

진성능수준을 만족시키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하공동구 내부에 지하공동구보다 강화된 내진

설계를 요하는 특수 시설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내부시

설물에준하는설계기준을따라야한다.

3. 지중구조물내진해석방법

3.1 응답변위법

그림2는응답변위법의개념을보여주는것으로응답

변위법에서 고려해야 하는 하중은 자연지반 변위에 의

한하중, 자연상태에서구조물주변지반에발생하는전

단력및구체의관성력등이있다.

응답변위법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지반-구조물계를

구조물 주위의 지반반력계수로 지지되는 구조 모델로

치환하고지반반력계수를통하여자연지반의변위를작

용시키면서자연지반의구조물위치에서발생하는전단

력을 구조물에 작용시킨다. 여기서, KH, KV는 수평 및

수직방향 지반반력계수이고, KSS, KSB는 측벽 및 상하

판의전단지반반력계수이다.

(1) 기반면의결정

응답변위법을 사용한 내진해석에서 사용되는 기반면

이란, 그 이상의 깊이에서 지반의 물성변화가 적고, 해

석 대상 구조물의 하부에 걸쳐 넓게 존재하는 지반으로

강성이 충분히 높은 암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부

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연구II(건설교

통부, 1997)의 지반 종류 중에서 SB에 해당하는 전단파

속도 760m/sec인 지반으로 정한다. 그러나, 지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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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하공동구의 내진해석법

내진해석 단면 내진해석법 지진입력 성분
응답변위법

횡단방향 응답진도법 수평성분
동적해석법

종단방향
응답변위법

수평 및 수직성분
동적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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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대부분이와같은지반중에위치하게되므로물성

변화가 적고 해석대상 구조물의 아래면에 걸쳐 넓게 존

재하는 지반으로 충분히 강성이 큰 암반과의 경계면을

기반면으로간주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지반반력계수의산정

응답변위법에 의한 내진해석에서는 지진시 지반반력

계수를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 지진시 지반반력계

수를 작게 산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진의 향을 과

소 평가하는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지진시 지반반

력계수의 산출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중 구조물

의경우에는도로교설계기준(하부구조편)을이용하여구

하는 방법과 2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여 단위하중

을 작용시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지반의

동역학적 성질이 지진의 세기에 향을 받으므로 각 지

반특성에 적합한 지반반력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로교 설계기준(하부구조편)을 이용하여 지반반

력계수를산정하는것은해당도서를참고하길바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지반반력계수를 산정하는 것

은 단위하중을 작용시켜 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도

로교 설계기준보다 지반의 조건을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지

진시 지반반력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공

동지반의2차원유한요소모델을작성하고구하고자하

는 지반반력계수 방향으로 단위하중을 작용시켜 그 방

향의 하중과 변위의 관계에서 지반반력계수 값을 산출

한다.

이때주의할점은측방의경계와구조물측벽과의거

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지반반력계수를 구할 때

경계의 향을 받게 되므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경계

그림 2. 응답변위법의 개념도

그림 3. 구조물의 모델링

그림 4. 지반반력계수 산정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지반 변위에
의한 하중

지반 변위에
의한 하중

관성력

기반

지표면

기반면

Kv
KSB

KSS

KH

표층지반

주면전달력

지반전단력
+지반변위하중



는 구조물 측벽에서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모델링 하

도록 한다. 또한 지반을 모델화 할때 적용하는 지반의

물성값은동탄성계수와동포아송비를이용한다.

(3) 지반변위의산정

응답변위법에서 사용되는 지반의 수평변위량의 연직

방향 분포는 표층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

가 있다. 지층구성이 복잡하고 지반의 증폭특성이 복잡

한 지반이나 지진시에 지반의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 지

반의 경우와 같이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반에는

지진응답해석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세

한검토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즉, 표층지반

의 지층구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전단탄성파 속도

가 불규칙하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층지반을 단

일층 혹은 이중층으로 나누고 각각의 평균 전단탄성파

속도로부터표층지반의고유주기를구하고이를이용하

여지반변위의연직방향분포를구해도된다. 지반을단

일층으로가정하여지중변위를구하는방법은식(3.1)을

이용한다.

Uh(z) = ·SV·Ts cos( ) (3.1)

여기서,

SV = 지표층(기반암 상부토층) 지반의 고유주기에 해

당되는기반암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m/sec)

Ts= ∑(4Hi / Vsi)지반의1차고유주기(sec)

H= 표층지반의두께(m)

Hi = i 번째토층의두께(m)

Vsi= i 번째토층의전단파속도(m)

z = 지표면으로부터깊이(m)

(4) 구조물에작용하는지진하중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으로는 지반변위에 의한

하중으로 구조물 상판에 작용하는 하중 Po와 지진시 측

벽토압 P(z), 상하판 슬래브에 작용하는 주변전단력 τu
와τB, 측벽에작용하는주면전단력τs 및관성력 fi가있

다. 그림 5는각각의하중과이를구하는방법을보여주

고있다.

여기서,

Po = 상판지진토압= KSB·u(zu)

P(z) = 지진시측벽토압= KH·{ u(z)-u(zB)}

τ(z) = 주변전단력= ·SV·TS·sin( )

GD = 동적전단변형계수= (νt /g)·V2
SD

VSD = 보정전단파속도= 

VS = 현장전단파속도C·VS

c = 내진성능수준에 따른 보정계수(기능수행수준 :

0.8, 붕괴방지수준: 0.5)

fi = 관성력= mi·ai = ωi·khi
zu = 지표면으로부터구조물상단까지깊이

zB = 지표면으로부터구조물하단까지깊이

KSB = 상단에대한지반의전단지반반력계수

KH= 측벽에대한지반의수평지반반력계수

Khi = 해당깊이에대해보정한지진계수= Kh·Cu(z)

Kh = 지표에서의설계수평진도

ωi = 구조물요소의단위중량

Cu(z) = 깊이에대한보정계수= 1 - 0.015z

πz
2H

GD
πH

πz
2H

2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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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기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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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적해석법

동적해석법은 크게 응답스펙트럼법과 시간이력해석

법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방법은단자유도계에서각각의하중에대한구조물

의최대변위, 최대속도, 최대가속도등의응답을나타낸

응답스펙트럼을이용하여구조물의응답을구하는방법

이다.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시간이력해석법에비하여

다소오차가발생하는근사적인방법이지만대형구조물

이거나 정 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구조물의동적특성을비교적잘파악할수있다. 시간이

력해석은 모드 중첩법과 직접적분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탄성거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

드중첩법이편리하게사용되며구조물이비선형거동을

하는경우에는직접적분법이사용된다.

모드중첩법

모드 중첩법은 입력지진파에 대한 개별 모드의 시간

이력응답을구하여이들을중첩하는방법으로진동모드

의수가많은경우에도고유진동수가낮은몇개의진동

모드의응답중첩으로비교적근사한해를구할수있다.

모드중첩법으로응답의시간이력을구하려면운동방

정식을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모드별 방정식으로 분리

하여 각 모드별로 구성되는 단자유도 방정식으로부터

응답의 시간이력을 구한 후 각 모드에서의 값을 조합해

전체응답의시간이력을구한다. 이방법에서모든모드

에서의 응답을 전부 중첩시키면 이론상 정확한 응답의

시간이력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각 모드로

부터 구성되는 단자유도계에 대한 독립적인 해석이 가

능하다는 점으로써 동적거동을 지배하는 몇 개의 저차

진동모드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정확한 해에 근접한 해

를얻을수있다는점이다. 그러므로일반적으로는전체

모드를 모두 중첩하여 거동을 해석하지 않고 기여도가

큰몇개의저차모드만을중첩하여정확한해에가까운

근사적해를구한다. 

직접적분법

직접적분에 의한 수치해석법은 다자유도계의 운동방

정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치적으로 적분한다. 이 방법은 임의의 시간 t

에서의거동을구하는것이아니라, Δt간격의시점에서

만 구조물의 응답을 점진적으로 구한다. 한 시점 t에서

거동이 구해져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하여 다음 시점인

t+Δt에서거동을구하는작업을반복하여전체시간에

걸친거동을구한다.

(1) 지반-구조물상호작용에대한고려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문제점은 다음 그림 6과 그

림7에의하여설명될수있다. 그림과같이구조물이놓

인 경우 하부 암반 B에서 운동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3

가지다른효과가야기된다. 첫째, 지반의응답거동으로

서 구조물이 없을지라도 B점에서의 통제운동은 지표면

을향하여전달되면서변화한다. 이때지표면C 및D 점

의 거동은 암반의 통제운동과 비교할 때 흙입자의 운동

크기는 증폭되는 반면 고주파 성분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자유장(Free Field)운동이라고 한다. 둘

째, 구조물매입을위한굴착과함께무질량의강체받침

만 설치하 다면, 지표면의 자유장 운동은 구조물 저면

에 있는 지점의 실제 유효입력운동(Effective Input

Motion)으로 변화한다. 이 때 강체받침은 평균 수평방

향운동과함께회전운동을하게된다. 이를운동학적상

호작용(Kinematic Interaction)이라고 한다. 셋째, 강

체받침을 통한 유효입력은 구조물의 응답 반응을 일으

키고 이 응답운동은 다시 기초저면으로 전달되어 입력

운동을 변화시킨다. 이를 관성상호작용(Inertial

Interaction)이라부른다.

관성상호작용에 의하여 지반-구조물은 하나의 합성

된 구조계를 형성하는데, 구조물만의 강성도 보다는 작



은유연한구조계가되어기본고유진동주파수가감소

하고 또한 진동모드형상도 변화한다. 이 때 저면에서의

회전운동으로 높은 구조물 상층부의 운동량은 큰 폭으

로진폭된다. 특히상호작용에의해구조물로부터역으

로 지반으로 전달된 운동 향이 연속된 무한 역을 향

하여 발산에 의해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감쇄의 향이증대된다. 이때상호작용의해석을위하

여 인위적으로 유한경계를 부여한다면, 실제현상과 달

리 경계면에서 파는 전파되지 않고 반사하게 되므로 정

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무

한 역의 지반 향을 어떻게 적합하게 고려하느냐가

상호작용해석상의주요문제점으로대두된다.

(2) 지반-구조물상호작용해석방법

①부분구조법과직접법

부분구조법은구조물저면에서지반의임피던스를계

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파수 종속 또는 독립된 탄성스

프링과 감쇄를 가지는 집중 파라미터 모델로 환산하여

경계조건을부여하는방법이다.

직접법은 구조물 및 기초지반 인근지역을 연속체로

합성하여모델링한해석범위에포함시키고, 무한 역의

경계부위를무한요소또는경계요소로모델링하여해석

하는방법이다.

②주파수 역해석과시간 역해석

주파수 역해석이란 시간 역자료인 경과시간별 지

진기록을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에 의하

여 주파수 역의 자료로 변환시켜 조화함수의 합성인

푸리에 급수로 나타내고 응답거동을 각각의 주파수 별

로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조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적해석과같이손쉽게해석적해답을구할수있는장

점이있으나, 선형해석만가능하며, 일부비선형해석을

위한 혼합된 주파수-시간 역 해석이 있으나 비효율적

이고제한적으로만사용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시간 역해석이란 입력지진하중을 짧은 시간당 운동

량인 펄스(Pulse)로 나누어 수치해석적으로 직접 적분

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반복순환에 의하여 수렴해를

구하게 된다. 시간경과에 따른 응답거동 해석시에 다음

해를 구할 때마다 변형도에 따른 재료특성의 비선형성

을 고려하여 강성도 행렬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비선형

해석이가능한방법이다.

③선형해석과비선형해석

입력지진하중의 크기가 미소하면, 지반-구조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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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모식도 그림 7. 지진에 대한 구조물 응답

구 조 물
자유장 역

구조물

지반

기반암

지반-구조물 상호관계 해석

경계조건 설정



조계는 선형거동을 할 것이나, 입력지진하중이 과대하

게 되면 구조계는 비선형거동으로 발전한다. 비선형거

동의 요인으로는 구조물의 비선형성 거동, 구조물과 지

반의경계면에서미끄러짐및분리에의한비선형거동,

그리고 지반의 강성 및 감쇠의 비선형성에 의한 지반매

질의비선형성등이있다.

본 수치해석의 이론은「암반공학수치해석」(한국암반

공학회, 2005)의내용을준용하 다.

4. 액상화평가법

4.1 액상화 현상의 정의

액상화 현상(Liquefaction)은지진과 같은급속한 진

동하중 발생시, 순간적으로 배수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

라 느슨한 사질토 또는 매립지반에서 유발되는 과잉간

극수압으로 지반의 전단저항력이 저하되거나 전단저항

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발생정

도에 따라 직접적인 지반파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로 인해 야기되는 지반침하 또는 횡방향 변위가 구조물

의안정에큰 향을미치게된다. 지중구조물내진설계

를 위한 액상화 평가는 액상화 저항응력비와 지진에 의

해발생되는전단응력비로서정의되는안전율을사용하

여평가한다.

4.2 국내 액상화 평가법

지중구조물내진설계를위한액상화평가는간이평가

와 상세평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8과 같은

과정에따라실시한다.

4.2.1 액상화평가자료
액상화검토에필요한기본적인자료는다음과같다.

ⓛ지질및지형에대한자료

②현장의 지반 물리량(단위중량, 입도분포, 도, 지

하수위등)

③실내시험자료(변형률수준에 따른 각 지층의 전단

탄성계수와감쇠비)

④현장시험자료(전단파속도, N치, 및CPT값)

⑤설계지진규모(최대지반가속도와지속시간)

⑥지반증폭해석결과

4.2.2 액상화평가생략여부판단
다음의경우에는액상화평가를생략한다.

①지하수위위의지반

②주상도상의표준관입저항치(N)가20이상인지반

③대상지반심도가20m 이상인지반

④소성지수(PI)가 10이상이고 점토성분이 20%이상

인지반

⑤세립토함유량이35%이상인경우

⑥상대 도가80%이상인지반

⑦지반분류가SA~Sp인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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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내에 적합한 액상화 평가방법의 흐름도

지반의 주상도, 입도분포 등
지반자료의 수집 및 분석

액상화 평가 생략

액상화 간이 생략
(SPT, CPT, Vs)

액상화 상세 평가
(진동삼축시험 권장)

YES

YES

YES

NO

NO

NO

액상화에 안전함

FS ≥ 1.0

FS ≥ 1.5

대책공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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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대상 지반의 입도분포곡선을 작성하 을 때, 액상

화가발생가능한입도분포 역외에분포할때

4.2.3 액상화간이평가
지중구조물내진설계를위한액상화간이평가는수정

Seed와 Idriss방법을 사용하며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한

전단응력비와액상화저항응력비에대한안전율을기준

으로한다. 액상화간이평가의과정은그림9와같다.

액상화 평가시 언급되는 보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은「폐기물 매립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연구」(환경부,

2001)를참조하기바란다.

(1) 지반의동적물성결정

지반의 동적 물성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경험적상관관계에의해추정된변형률수준별정

규화전단탄성계수(G/Gmax)와감쇠비(D)를결정한다.

(2) 액상화저항응력비산정시보정계수의적용

SPT, CPT, 탄성파시험 등의 결과는 유효상재압, 작

업자의 숙련도, 시험장비의 효율, 현장상태 등과 같이

여러조건에따라서값의차이가발생하므로, 이에대한

보정을수행한다. 

(3) 세립분함유량에대한보정

세립분함유량에따라액상화저항응력비가증가하므

로그에대한보정을한다. 

(4) 지진규모고려

지진의규모는지진에너지를표현하는정량적인양이

므로국내기준지진규모를6.5로적용하여보정한다.

(5) 지반응답해석을통한대상지반의최대가속도산정

일반적으로실지진기록및인공지진시간이력을이용

하여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외국의 실지진기

록을수정하여이용할수있으며, 여기에안전한내진성

능평가를위해서해당지역의특성을반 하는인공적인

지진기록을사용한다.

(6) 지진시발생하는전단응력비산정

지진시발생하는전단응력비는대상지반의지반응답

해석으로산정한최대가속도와유효상재압등을고려한

식(4.1)을이용한다.

= 0.65· · (4.1)

여기서, 

amax : 대상지층최대가속도

g : 중력가속도

σ3c: 액상화를평가하고자하는지점에서의총상재압

σ'3c: 액상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유효 상

재압

(7) 지반의액상화저항응력비산정

현장시험을 통해 산정한 SPT의 N값, CPT의 q값 또

는 탄성파시험의 전단파속도Vs1를 이용하여 액상화 저

σ3c
σ'3c

amax
g

(τd)max
σ'3c

그림 9. 액상화 간이평가 흐름도(수정 Seed와 Idris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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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력비(τdl /σ'3c)를산정한다.

(8) 액상화안전율평가

액상화 안전율은 식(4.2)와 같이 지반의 액상화 저항

응력비(τdl /σ'3c)와 지진시 발생하는 전단응력비((τd)max

/σ'3c)의 비를 통해 산정한다. 안전율 산정을 통한 액상

화평가는다음과같다.

①액상화간이평가의기준안전율은1.5이다. 안전율

이 1.5이상인 경우,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액상화 간이평가의 기준 안전율 1.5 미만인 경우,

액상화상세평가를수행한다. 

Fs = (4.2)

여기서, 

τdl/σ'3c : 액상화저항응력비

(τd)max/σ'3c : 지진력을표현한전단응력비

σ'3c : 액상화를평가하고자하는지점의유효상재압

4.2.4 액상화상세평가
액상화 간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율이 1.5미만일 경

우그림10과같이액상화상세평가를실시한다. 지중구

조물내진설계를위한액상화상세평가는지반응답해석

을 이용한 전단응력비와 실내 진동삼축시험을 이용한

액상화 저항응력비에 대한 안전율(Fs=1.0)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표

준서」(해양수산부, 1999)를참조하기바란다.

5. 결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면서

국내에서도사회기반시설물의내진설계에관심이집중

되고있는실정이다. 본기술기사에서는최신의학문분

야인 지중구조물 내진설계 방법에 대해서 국내에 기 소

개된 내용을 정리하 다. 여러 지중구조물 중에서도 지

진시 인명피해 및 국가기간시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

는 터널 및 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 방법에 대해서 현장

내진설계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간략하면서도 명

확하게정리분석하 다. 본내진설계기법은향후에관

심 있는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발전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지중구조물내진설계가완성될것으로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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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반의 액상화 상세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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