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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study, an externally reinforced structural system for SMC(Sheet Molding Compound) panel water tank, designed according to the 
Japanese design code, is experimented to evaluate its seismic performance. The test tank is 3m long, 2m wide and 3m high, considering 
the capacity and size of the shaking table. The measured hydrodynamic pressures are found to be approximately 70% of the Japanese 
design code values. It may be partially due to the convex shape effect of the unit panels. The analytical results of externally reinforced 
system based on the measured dynamic water pressures are found in good agreement with the  test results. If the design hydrodynamic 
pressures are estimated properly, the proposed analytical model for the externally reinforced water tank becomes a useful design tool and 
the Japanese design code is found to provide a safe design for the external frames of SMC panel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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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내진설계는 초고층빌딩, 장대 교량, 대형 시설물 뿐 아니라 일반 주

거 시설물인 아파트와 기숙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물로의 적용이 보

편화되고 있다. 최근 건물의 대형화와 함께 물탱크의 용량도 증가되고 있으

나, 건물의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의 경우 내진설계의 도입이 미

비되어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상수도시설의 파괴로 물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되어 물탱크에 저장된 물은 중요한 용수가 된다. 일본 고베지진 발생 

후 상수도시설의 피해로 음용수의 약 75%가 전면 공급 중단됨에 따라 150

만명 이상의 거주자들이 용수 없는 생활을 하였다[1]. 이처럼 건물에 설치

되는 물탱크의 경우 내진성능을 가져야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건축구조설계기준에는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별도의 

지진하중 산정식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구조물의 연면적, 층수, 행정구

역에 따라 중요도계수와 지역계수를 설계지반가속도에 적용하여 최대지반

가속도를 산정한다[2].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에 맞추어 최대지반가속도

를 산정할 수는 있으나 외벽, 칸막이벽에 작용하는 변동수압에 관한 구체적

인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FRP 수조 구조설계계

산법에 물탱크에 대한 설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3], 물탱크의 내진

설계에서는 Housner의 식에 기초해 내진력을 추정한다[4, 5].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물탱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시 변동수압에 

따라 외부보강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지진 진동대 실험을 통하여 외부보강

프레임의 구조적 응답을 측정하고 설계식과 비교･분석하였다. 진동대 실험

은 물탱크의 파괴양상을 분석하기보다는 지진하중에 따라 외부보강시스템

에 작용하는 구조적 응답을 측정하여 일본의 물탱크 설계기준과 비교･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설계지반가속도 0.4g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

록 설계하였으며 실험 시에는 0.154g를 인공지진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 외부보강형 판넬조립식 물탱크의 내진설계

2.1 국내의 설계기준

국내의 경우 KS B 6283의 액체저장탱크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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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le factor 

Table 1. Seismic design standard of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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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Velocity response spectrum

구조설계기준으로 지진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넬조

립식 물탱크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물탱크가 

설치되는 지역계수와 구조물의 내진등급, 중요도계수를 참고하여 물탱크

의 설계가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층건물의 설계가속도 산정

에 적합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판넬조립식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건물

의 지하나 지상에 설치되므로 중요도계수가 낮아 설계하중이 저평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KS B 6283와 건축구조설계기준은 원형 유체저장탱크

를 기준으로 설계식을 산정한 것이어서 각형 형상의 외부보강형 판넬조립

식 물탱크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2.2 일본의 설계기준

일본의 FRP 수조 구조설계계산법(일본강화플라스틱협회, 1996)의 범

위는 지상 및 건물 높이 45m 이하의 건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되는 용적 

50m3, 수심 4m 이내의 원통형, 각형, 구형의 FRP 물탱크로 한다.

본 기준에서는 물탱크의 설계 시 가속도응답과 슬로싱응답을 별개로 산

정하며 상시 정수압은 장기하중, 지진시 변동수압은 단기하중으로 다룬다. 

수평진도 는 물탱크를 설치하는 지역, 중요도, 건물의 구조와 종류 등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이며 일반적으로는 식 (1)로 구할 수 있다.

  ･ ≤  (1)

  ･･･ (2)

여기에서, 는 건물 n층에서의 수평진도이며 바닥면에서의 수평진도 

에 할증계수 를 곱하여 구한다. 본 기준에서는 물탱크 본체의 설계용 

외력으로써 지진가속도에 비례하는 변동수압을 고려하는데, 이의 계산식

은 Housner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것은 물탱크 본체를 강체로 가정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탱크는 탄성체이며 이러한 설계식을 실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체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

금까지의 판넬조립식 물탱크의 진동 실험에서 계측된 변동수압을 다양하

게 평가하고, 물탱크의 설치높이(층)을 고려하여 Housner의 이론값을 로 

할증하도록 하였다. 할증계수 는 건물의 층수별로 층과 물탱크의 가속도

응답비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으로써, 지하층 및 지상에서는 2.0, 옥상층에

서는 1.5를 사용하며 중간층은 직선보간으로 한다(Fig. 1).

그리고 는 중요도계수, 은 물탱크의 설치위치계수, 는 지역계수

이며 는 바닥면에 작용하는 수평진도이다. 중요도계수는 내진성능이 

특히 고려되는 건물 또는 물탱크의 경우   , 내진성능이 중시되는 건

물 또는 물탱크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는   을 사용한다. 설

치위치 계수 은 물탱크가 설치되는 건물의 위치에 따라 지진응답계수가 

다른 것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며, 지하 또는 지상일 경우   이며, 

옥상의 경우   이다. 본 기준에서 제안하는 바닥면 수평진도( )

는 0.4이며 수평진도계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판넬 조립식 물탱크 설계용 

표준수평진도는 물탱크와 건물의 동적 특성 등 위에서 언급된 항목들을 고

려하여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1의 설계용 속도응답스펙트럼의 값 는 식 (3)으로 산출하여 나

타낼 수 있다.

 ･･･ (3)

식 (3)에서 ･ ≤ 로 하며, 는 중요도계수, 는 물탱크의 설치

위치 계수, 는 지역계수, 는 기준속도응답스펙트럼(cm/sec)의 값이

다(Fig. 2).

설계용 수평지진하중은 식 (4)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단기하중으로 다룬

다. 식 (4)에서 는 설계용 수평지진하중, 는 수평진도, 는 물탱크

의 유효중량이다. 물탱크의 유효중량은 식 (5)와 같이 구하며, 물의 유효중

량비 는 물탱크의 형상에 따라 달라지며 식 (6), (7)과 같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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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 the side wall

(b) On the partition

Fig. 3. Distribution of the hydrodynamic pressure of water tank

Table 2. Calculation of the hydrodynamic pressure

Pressure 

on the 

side wall

For ≤

 
 


 

 
 


× tanh 
 

For 
  is part of ≤≤,    on the above,   is part of 
≤≤,    

Pressure 

on the 

floor

 


 cosh 

 

sinh 
 

where, in case of   ,  

Pressure 

on the 

partition

For ≤ ,

 ′  

 

 
 


× tanh 
 

   ′ ×
For  ,
  is part of ≤≤ ,    on the above, part of 
 ≤≤,  ′    ,    ′ × . If 
using both storage parts by the partition, 
      .

Table 3. Combinations of hydraulic pressure

Pressure on 

the sidewall

(a) ‘hydrostatic+hydrodynamic’ on acc. response

(b) ‘hydrodynamic’ on sloshing response

Pressure on 

the partition

(a) ‘hydrostatic+hydrodynamic’ on acc. response*

(b) ‘hydrodynamic+hydrodynamic’ on acc. response

(c) ‘hydrostatic+hydrodynamic’ on sloshing response*

(d) ‘hydrodynamic+hydrodynamic’ on sloshing response

*for only one side of the tank separated by the partition

Fig. 4. Design hydraulic pressure

 ･ (5)

 ≤ 인 경우, 


･
tanh

･ 
(6) 

  인 경우,   





(7)

설계용 수평지진하중과 물탱크의 형상비를 통해 물탱크에 작용하는 변

동수압을 계산할 수 있다. 변동수압은 벽체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그 식이 

다르며, 칸막이가 존재할 경우 칸막이의 개수와 간격에 따라 변동수압의 분

포가 달라진다.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변동수압의 작용은 Fig. 3과 같으며 

변동수압의 계산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3과 Table 2에서 는 물탱크 측벽에 작용하는 변동수압, 는 물

탱크 벽체 바닥에 작용하는 변동수압, 는 물의 비중량, 는 물탱크의 저

면에 작용하는 수평진도, 는 물탱크 내부의 수위, 는 수면으로부터의 깊

이, 은 수평진도 방향의 물탱크 길이의 1/2, 는 물탱크 중심에서부터 수

평방향의 거리,  ′는 칸막이벽에 작용하는 기준변동수압, 는 칸막

이벽에 작용하는 설계용변동수압,  은 물탱크의 벽체와 칸막이 또는 칸막

이와 칸막이 사이의 길이의 1/2이다. 는 구조특성계수이며 칸막이 또는 

천장부의 과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응력설계 시 외력을 로 저감

하도록 한다. 안전율의 역수로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0.5를 사용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2.3 일본의 설계기준에 따른 작용하중 산정

지진 발생 시 기초를 통하여 외부보강프레임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산

정하기 위하여 2.2절에서 언급된 설계식을 사용하였다. 일본 기준에서 제

시하는 설계지반가속도 0.4g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

며, 설계 시에 지진하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압을 Table 3에 나

타내었다. 그 중 가장 큰 수압을 사용하여 물탱크의 외부보강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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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anel dimensions(mm)

Section A-A

Section B-B

(a) Reinforcement frame for side wall (T-shaped section)

Section A-A

Section B-B

(b) Reinforcement frame for partition (I-shaped section)

Fig. 6. External reinforcement system (mm)

하였다. 수위 1m, 1.5m, 2m, 2.5m의 응답을 고려하여 측벽에 작용하는 설

계변동수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3. 진동대를 이용한 물탱크의 동적거동 실험

3.1 실험체 형상

SMC(Sheet Molding Compond)판넬을 이용하여 진동대의 용량과 크

기에 따라 길이 3m, 폭 2m, 높이 3m를 갖는 제한적 실물모형 실험체를 제

작하였다. SMC 판넬의 제원은 Fig. 5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외

부보강시스템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외부보강프레임은 T형 단면을 가지며 측면 SMC판넬 사이에 끼워지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외부보강프레임의 하단에 설치된 하부 수직보강재는 

수압에 의해 외부보강프레임에 발생하는 응력을 원활하게 기초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지지판에 의해 지지되어있다. 내부에 설치되는 칸막이는 

양쪽방향에서 모두 수압을 받으므로 보강프레임은 I형 단면으로 설계하였

으며 외부보강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칸막이용 판넬 사이에 위치한다. 칸막

이용 I형 외부보강프레임의 내진 거동을 함께 평가하기 위하여 가진방향에 

위치한 벽체 중 하나를 칸막이용 I형 외부보강프레임으로 바꾸어 실험을 수

행하였다. I형 프레임에 설치되는 하부 수직보강재는 T형 외부보강프레임

에 설치되는 하부 수직보강재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보강프레

임에 발생하는 응력을 원활하게 기초로 전달한다. 외부보강프레임은 

SM490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였으며 Fig. 7과 8에 실험체의 형상과 진동대 

실험 모습을 각각 나타내었다.

3.2 진동대 실험

3.2.1 실험계획

 실험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지진실험센터의 3자유도를 가진 진동

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개의 액츄에이터와 4개의 압력베어링으로 구

성되어 최대 30톤 구조물의 가진 실험이 가능하다. 진동대의 크기는 

5m×5m이며, 최대가속도는 0.85g, 진동수 범위는 0.1Hz~60Hz이다. 본 

실험에서의 지진 하중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특등급구조물의 

최대설계가속도값인 2,400년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0.22g의 2/3값인 

0.147g과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대값인 0.154g 중 큰 값인 

0.154g를 인공지진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Fig. 9)[2, 6]. 각 실험체는 수

위 0~2.5m까지 다양한 수위로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Table 4에 실험단계

를 나타내었다.

3.2.2 측정장비 및 측정위치

물탱크 외부보강프레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속도계

(Accelerometer), 변형률계(Strain gauge) 및 수압계(Pressure gauge) 등

을 사용하여 다양한 구조적 응답을 검토하였다. 지진하중에 따른 물탱크의 

각 높이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1m, 2m, 3m 높이에 가진 방향으로 가속도

계를 설치하였고, 외부보강프레임과 강봉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변형

률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물탱크 벽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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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rawing of test specimen

Fig. 8. Test arrangement

Table 4. Test cases

Case Water level(m) Excitation(g)

1 0.0

0.154

100%

2 1.5 100%

3 2.0 100%

4 2.5 100%

5 2.5 150%

6 2.5 200%

(a) Seismic excitation (b) Acc. response spectrum

Fig. 9. Artificial seismic excitation

(a) Accelerometers and pressure gauges

(b) Frame for sidewall (T-1) (c) Frame for partition (I-1)

Fig. 10. Measurement locations

가진방향에 위치한 벽체에 높이별로 수압계를 설치하였다. Fig. 10에 계측

기들의 부착위치를 나타내었다.

3.3 진동대 실험결과

3.3.1 수위별 수압 분포

Fig. 11에 진동대가진가속도에 따른 수위별 수압 분포와 설계식에 따른 

수압분포를 나타내었다. 수압 분포는 최대저수위 2.5m에서 최대수압이 측

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도시하였다. 전체적인 수압분포는 정수압분포와 유

사하며 가진력에 따라 수압분포가 미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동대실험

에서 측정된 수압분포는 설계식에 따른 수압분포 내로 분석되었으며, 설계

값의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기준이 안전율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12는 지진가속도에 따른 설계기준-진동대실험 변동수압 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진가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계측수압에 대한 설계수압

의 비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설계기준으로부터 산정된 변동

수압이 수평진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실제 실험에서는 그 부분의 응

답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변동수

압은 지진하중의 증가에 따라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3.2 외부보강프레임에 발생한 응력

지진하중에 따른 외부보강프레임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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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L 1.5m 0.154g 100% (b) W.L 2.0m 0.154g 100%

(c) W.L 2.5m 0.154g 100% (b) W.L 2.5m 0.154g 200%

Fig. 11. Hydraulic pressure according to the excitation

Fig. 12. Ratio of design to experiment pressure

(a) Frame for sidewall (T-1) (b) Frame for partition (I-1)

Fig. 13. Relationship of stress and water level

Measuring point

1m

Lower 
bracket

External 
reinforcement 

Fig. 14. Modeling for structural analysis

응력을 측정하였다. 측벽에 설치되는 T형 외부보강프레임과 내부 칸막이

에 설치되는 I형 보강프레임의 비교를 위하여 T-1과 I-1 위치에서 계측을 

하였다. 지진하중 0.154g 100%에 따른 외부보강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수

위별 최대응력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SMC 판넬조립식 물탱크의 수위별 응력 결과를 보면 모든 계측 위치에

서 발생응력이 허용응력(SM490강재, 190MPa)의 범위 내로 분석되었다. 

SMC 판넬 물탱크의 외부보강프레임에 발생한 응력은 일본설계기준식의 

90% 수준으로 안전측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외부보강형 판넬조립식 물탱크의 해석적 연구

본 장에서는 일본의 물탱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변동수압을 이용하

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부보강프레임의 구조적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를 이용

하였고, 외부보강프레임에 발생하는 응력값을 도출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4.1 구조해석모형

물탱크 내부에 작용하는 수압은 모든 벽면에서 수위별로 동일하므로 측

벽의 한 부분(1m)을 대상으로 외부보강프레임의 발생 응력을 검토하였으

며, 해석모형은 Fig. 14와 같다. 각 판넬은 4-node Plate 요소, 외부보강프

레임 및 하부수직보강재는 2-node Beam 요소를 사용하여 모형화하였으

며, 외부보강프레임은 판넬 단부로부터 각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에 요소를 

배치하고 판넬과 프레임의 절점을 rigid link를 사용하여 결합하였다. 벽면

의 상부는 강봉에 의해 지지되므로 양단에 설치되는 강봉의 스프링계수를 

적용하였으며, 하부는 기초프레임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리고 벽면의 측부는 양쪽 모두 인접한 벽면과 대칭적인 거동을 하므로 변위

는 허용하고 회전은 구속하였다.

4.2 실험-해석결과 비교

일본물탱크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변동수압으로 해석한 결과와 

실험으로부터 얻은 변동수압으로 해석한 결과, 그리고 실험에서 측정한 응

력값을 Fig. 15에 비교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분석된 외부보강프레임의 최

대발생응력은 68MPa(0.154g, 100%)이며, 설계수압으로 해석한 외부보

강프레임의 응력이 85MPa로 진동대실험결과보다 25% 크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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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with FEA result

(a) Frame for sidewall (T-1) (b) Frame for partition (I-1)

Fig. 16. Relationship of stress and seismic acceleration

Fig. 17. Ratio of design to experiment stress

실험계측수압으로 해석한 최대응력은 73MPa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가 

다소 보수적인 응답을 보였다. 설계변동수압으로 해석한 외부보강프레임

의 발생응력은 설계값 산정시 안전계수가 포함되어 가장 큰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해석값에 비하여 실험에서 계측된 값이 다소 보수적인 응답

을 나타내어 해석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3 지진가속도에 따른 응력 결과

Fig. 16은  2.5m 수위에서 지진가속도의 증가에 따라 설계변동수압으

로 해석한 결과와 실험에서 계측된 응력을 비교한 것이며, Fig. 17은 실험

에서 계측된 응력에 대한 설계기준의 응력비를 나타낸 것이다. 설계가속도

가 100%와 150% 그리고 200%로 증가됨에 따라 외부보강프레임에서 계

측된 응력에 대한 설계수압에 따른 응력의 비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지진가속도의 증가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산정된 변동수압의 증가

비가 실험에서 계측된 변동수압의 증가비보다 큰 결과로, 외부보강프레임

의 발생응력이 변동수압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물탱크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시 변동수압

에 따라 외부보강시스템과 내부칸막이보강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진동

대 실험을 통하여 외부보강프레임의 구조적 응답을 측정하고 설계식과 비

교･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진동대 가속도에 따른 수위별 변동수압은 일본설계기준식에 

따라 산정된 설계값 내로 분석되었으며, 변동수압 계측값이 설계값의 약 

70% 수준으로 나타나 일본설계기준에 의한 설계가 매우 안전적인 수준으

로 평가된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변동수압 분포를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외부보강프레임의 구조적 응답은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설계수압이 적절하게 산정된다면 지진시 외부보강프레임에 발생하는 구조

적 응답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진하중에 따른 

물탱크의 전체적인 거동은 뒤틀림이 발생하거나 외부보강프레임에 국부적

인 과다 변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안전한 거동을 보

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외부보강시스템이 지진시 충분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보다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국내에

서 사용되는 SMC판넬의 형상에 따른 변동수압 산정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

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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