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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T형 옹벽의 지진시 거동특성 

Part I : 수치해석 모델링 기법의 검증

Seismic Behavior of Inverted T-type Wall under Earthquake

Part I : Verification of the Numerical Model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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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Permanent deformation plays a key role in performance bas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In order to estimate permanent deformation 

after earthquake, it is essential to secure reliable response history analysis(RHA) as well as earthquake scenario. This study focuses on 

permanent deformation of an inverted T-type wall under earthquake.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separate parts. The first one is on the 

verification of RHA and the second one is on an effect of input earthquake motion. The former is discussed in this paper and the latter in 

the companion paper. The verification is conducted via geotechnical dynamic centrifuge test in prototype scale. Response of wall stem, 

ground motions behind the wall obtained from RHA matched pretty well with physical test performed under centrifugal acceleration of 50g. 

The rigorously verified RHA is used for parametric study to investigate an effect of input earthquake motion selection in the compan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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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시 옹벽은 뒷채움토와 옹벽자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성력이 추

가로 작용하게 된다. 관성력의 계산은 뉴튼의 제 2법칙으로 손쉽게 계산 가

능하다. 과거 90여 년간 옹벽을 포함한 토류 구조물의 지진시 토압계산은 

관성력을 포함한 한계상태평형으로 유도된 Mononobe-Okabe(이하 

M-O)공식 사용이 일반적인 설계 방법이였다[1, 2]. 그러나, 옹벽에 작용하

는 횡토압은 벽체의 수평방향 변위에 의하여 최대 10배 이상(주동 ~ 수동

토압계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M-O공식은 벽체 변위에 따른 토압변화

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옹벽 뒷채움토 자중으로 평

형을 유지하여야하는 역T형 옹벽의 경우 지진시 벽체와 뒷채움토의 상대

변위에 의한 토압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와 같이 복잡한 

거동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치해석이다. 최근 들어 수치해

석기법과 컴퓨터 연산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과거 실현되기 어려

웠던 지진시 지반구조물의 복잡한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화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치해석은 해석자의 공학적 판단과 지식에 의하

여 그 결과물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사례 또는 

정밀하게 시행된 물리적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수치해석을 이용한 지진시 중력식 옹벽의 거동연구는 다수 존

재하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동특성을 나타내는 역T형 옹벽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Green등은 2차원 평면

변형율 해석 프로그램인 FLAC 2D를 이용하여 M-O공식의 유효성에 대하

여 검증하였다[3]. 이때 수치해석의 유효성은 1g 진동대실험결과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단파괴 이전 지반의 비선형 거동은 고려

하지 않았다. Pathmanathan 등은 2차원 평면변형율 해석 프로그램인 

DIANA 2D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시행하여 지진파에 따른 거동특성

을 살펴보았다[4]. 이때 수치해석의 유효성은 Green의 연구결과를 참조하

였으며, 미소변형율 영역에서 지반의 비선형 거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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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and schematic diagram of the centrifuge test setup 

(Dimensions in model scale)

Table 1. Dimensions of inverted T type wall model (in prototype 

scale)

Stem height (m) 5.4

Thickness of base (m) 0.15 (0.22)*

Thickness of stem (m) 0.15 (0.22)*

Length of base (toe side) 1.23

Length of base (heel side) 2.68

*Value in parenthesis are equivalent thickness for reinforced 

concrete retaining wall

들어 Mikola와 Sitar는 동적원심모형시험을 대상으로 FLAC2D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시행하여 지진시 토압증가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옹벽구조물의 응답에 대한 수치해석과 실험간 상호 검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옹벽도를 근간으로 모

델링된 역T형 옹벽에 대하여 동적원심모형시험으로 지진시 거동을 평가하

고 시험모델의 원형(Prototype)을 대상으로 수치해석모델을 구성하여 수

치해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미국의 Itasca

사에서 개발된 FLAC 3D ver 4.0으로 시간영역 양해법(Explicit method)

을 이용하여 동적비선형 해석을 시행한다. 

최근 내진설계분야에서 응답이력해석(RHA, Response History Analysis) 

결과로 얻어지는 지진 후 구조물의 잔류변위는 시설물의 성능목표(Performance 

goal)를 검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본 논문에서 검증된 수

치해석절차를 바탕으로 동반논문[6]에서는 입력지진에 따른 역T형 옹벽의 

잔류변위 영향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동적원심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검증절차는 동반논문[6]을 포함하여 다른 지반구조물의 성능

기반내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적원심모형시험

동적원심모형시험은 건조사질토 지반위 높이 5.4 m의 역T형 철근콘크

리트 옹벽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실험은 KAIST KOCED센터에서 시행

되었으며, 원심가속도 50 g 하에서 실시되었다. 자세한 실험절차 및 과정은 

Jo et al.[7]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1 동적원심모형시험 장비

KOCED센터의 동적원심모형시험기는 회전반경 5 m로, 최대 100g의 

원심가속도 재하가 가능하다. 최대 적재하중은 2,400 kgf이며, 지진시뮬레

이션을 위하여 전기-유압 진동대가 선단에 장착되어 있다. 실험을 위하여 

지반은 등가전단보(ESB, Equivalent Shear Beam)박스 내부에 조성되며 

ESB는 수평방향 지진에너지의 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지

반과 유사한 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듀랄루민 프레임 사이 베어링과 고무

판으로 연결되어있다. ESB에 대한 자세한 사양은 [8][9]에 상세히 설명되

어 있다. ESB박스의 내부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90 × 490 × 

630mm로 원심가속도 50g하에서 24.5 × 24.5 × 31.5m의 지반을 묘사하

게 된다(Fig. 1). 본 논문에서 기술된 모든 물리량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형의 물리량으로 표현되어 있다.

 2.2 옹벽의 모델링

동적원심모형시험에 사용되는 모델은 원형을 목표로 상사법칙을 맞추

어 제작/준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형과 동일재료로 모델을 제작하

지 못하는 경우 크기, 강성, 질량 중 상사법칙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역T형 옹벽의 지진시 변위와 토압에 초점

을 맞추어 시행되었으므로 옹벽모델은 벽체의 휨강성(EI, E:Young’s modulus; 

I:2
nd

 moment of inertia)을 목표로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모

델은 듀랄루민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바닥판과 벽체는 줄용접으로 강

결되었다. Table 1에 실험에 사용된 옹벽모델 원형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모델옹벽의 상시 및 지진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4, 0.7로 계산

되었으며, 하부 고정단 조건하에서 옹벽의 공진주기는 약 0.23초로 계산되

었다. 옹벽의 폭은 ESB박스 내부크기와 동일하여, 평면변형율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모델지반(건조 사질토)과 옹벽간 경계면은 

원형 콘크리트 옹벽의 마찰저항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포를 부착하여 거칠

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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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gineering properties of the dry silica sand

Unit weight

(kN/m
3
)

Cohesion

(kN/m
2
)

Internal friction angle

 (°)

Initial relative density 

(%)

Dilation angle 

(°)

14.23 0 41 60 20

0 100 200 300 400 500

Confining	Pressure	(kPa)

120

160

200

240

280

320

360

Dr	=	43%

Dr	=	55%

Dr	=	65%

Dr	=	80%

Dr	=	90%

Fig. 2. Shear wave velocity of silica sand with effective confining 

pressure

Fig. 3. Input earthquake records histories and spectra

2.3 지반의 조성

ESB박스내 건조사질토 지반조성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파쇄한 실리카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실내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공학적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지반재료의 동적거동특성인 최대전단탄성계수, 변형율에 따

른 전단탄성계수, 감쇠비 변화곡선은 공진주/비틂전단 시험으로 상대밀도

와 구속압을 달리하며 획득하였다(Fig. 2, Fig. 5).

2.4 계 측

깊이별 지반의 가속도와 옹벽의 움직임 계측을 위하여 가속도계를 사용

하였으며,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의 크기변화 계측을 위하여 소형 토압계를, 

휨모멘트 계측을 위하여 변형률계를 옹벽벽체 앞/뒤로 부착하였다(Fig. 1). 

2.5 입력지진

입력지진으로 실지진파 계측기록을 필터링 하여 사용하였다. 두 기록은 

각각 내진설계 실무에서 장/단주기 지진을 대표하는 지진이다. 

- Hachinohe : 1968.5.16. ML 7.9 recorded at Tokaki Oki

- Ofunato : 1978.6.12. ML 7.4 recorded at Miyagi-ken Oki

전체 실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기 지진기록에 Band-pass

필터를 적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적원심모형시험 시 ESB박스 하단부로 

전달되는 지진운동은 진동대 – ESB박스 간 전달함수특성[10]에 따라 입

력 지진신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에 사용된 입력지진 

기록은 ESB박스 하단 계측기록을 사용하였다[11]. 실험은 최대가속도 

0.04 ~ 0.35 g까지 단계별 지진가속도 크기를 증가시키며 진행되었다. Fig. 

3에 동적원심모형시험 시 ESB 박스 하단부에서 계측된 입력지진 기록을 

도시하였다.

3. 수치해석모델링

3.1 요소의 크기와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미국의 Itasca사에서 개발

된 FLAC 3D ver 4.0으로 시간영역 양해법에 근간하여 동적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입력지진은 1방향으로 가진되었으나, 모형과 지반

이 조성된 ESB박스는 2방향 운동이 가능하므로 면외(Out of plane) 기하

감쇠가 고려되어야 한다. FLAC 2D의 경우 평면변형율 해석시 면외 기하

감쇠를 근사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적용변수의 결정방법이 모호한 단점

이 있다. 또한, 2차원 평면변형율 조건으로 모델시 보요소(Beam element)

로 구성되는 옹벽구조물은 벽체-저판 접합부와 같이 구조물 연결부위 경계

요소 적용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실험조건은 2차원 평

면 변형율 해석이 가능한 형태이나, 경계요소의 적용과 3차원 기하감쇠의 

고려가 용이하도록 3차원 해석을 시행하였다. 

수치해석 모델은 실험의 원형크기로 구성되었으며, 육면체 유한차분 요

소의 최대 대각길이는 0.8m로 식 (1)로부터 19Hz이하의 에너지 전파가 

가능한 크기임을 알 수 있다[12].

≤



 ≤
×


 (1)

여기서, Δl 육면체 요소의 대각길이; λ, f 전파 가능한 파장 및 주파수; vs 매

질의 전단파속도

총 사용된 유한차분요소의 개수는 17,994개이며, 해석시간 단축을 위

하여 길이방향 40% 수치모델로 구성하였다(Fig. 4). 수평전파되는 지진파

의 반사를 막기 위한 경계조건으로 수평경계면에 Lysmer가 제안한 자유

장 요소[13]를 적용하였으며, 입력지진이 가진되는 하단부는 해석오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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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Field Boundary

Dry Sand

Mohr-Coulomb (Non-associative flow rule)

Retaining Wall

Base (Elastic)

24.55 m

9.6 m 7.675 m

16.775 m

Fig. 4. Finite-difference model of the inverted T type wall (Dimensions

in prototype)

Fig. 5. Shear modulus and damping ratio fitting results of the silica sand (Relative density of 60%)

적에 따른 입력지진기록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 전달 반사파의 흡

수가 가능한 반무한 탄성암반으로 모델링하였다[11, 14]. 입력지진운동은 

식 (2)를 이용, 전단응력으로 변환되어 수치해석모델 최하단부에 작용하게 

되며[15], 이때 사용되는 지진기록은 ESB하단부에서 계측된 입사파시간

이력이 사용된다[11].

                                (2)

여기서,  전단응력시간이력;  매질의 밀도(가진위치);   매질의 전단

파속도(가진위치);  입력지진운동속도이력

3.2 지반구성모델 및 초기응력

ESB박스내 조성된 건조사질토 지반의 공진주 시험결과로 얻어진 유효

구속압과 상대밀도에 따른 최대전단탄성계수 변화양상은 Fig. 5와 같다. 

지반의 전단파괴기준으로 팽창각 20°의 비연관 흐름법칙(Non-associative 

flow rule)을 따르는 Mohr-Coulomb파괴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파괴이전 

동적하중에 대한 거동특성은 Hardin과 Drnevich이 제안한 쌍곡선모델

[16]과 Masing rule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17]. FLAC에서는 총 4

개의 비선형 피팅모델을 제공하며, 본 논문에서는 사용가능한 세 개의 모델

(Table 3)을 이용, 구속압에 따른 각 모델의 피팅결과를 비교하여 Fig. 5에 

함께 도시하였다.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

쇠비 곡선에 있어서 실내실험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Model1[16]

을 전단파괴 이전 비선형 모델로 적용하였다. 지진하중 재하 전 정적평형상

태에서 계산된 요소별 유효구속압을 반영한 최대전단탄성계수와 쌍곡선모

델이 반영되도록 내장 연산루틴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반복하중 재하시, 쌍곡선 모델로 발생하는 이력감쇠에 추가로 최소감쇠

비와 고주파 잡음제거를 위한 중간주파수 2.22 Hz의 Rayleigh감쇠를 사용

하였다. 이때 중간주파수는 원심가속도 50g 하에서 모델부지의 탁월주파

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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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stretic models in FLAC analysis

Model No. Equation Note

Model 1 
max












Hyperbolic(Hardin)[16]

Model 2 
max





exp


log



Sigmoidal

(parameters :  
 )

Model 3 
max





exp


log



Sigmoidal

(parameters :  
 )

 : shear strain,   : reference strain[11],   : shear modulus, 
max

 : Max. shear modulus

Table 4. Input parameters for the numerical analysis

Elements Elastic Properties Plastic Properties

Interface

kn (Pa/m) ks (Pa/m) Normal Yielding Shear Yielding

2.217×10
10

2.217×10
10 Compression Failure : ×

Tension Strength : 0 Pa

Cohesion : 0 Pa

Wall Friction : 14°

Wall
E (Pa) ν Density (kg/m

3
) Plastic hinge

6.89×10
10

0.34 2,700 ×

Silica Sand

E (Pa) ν c (Pa) φ (°) δ (°)

3×10
7
 ~ 2.8×10

8
0.3 0 41

Dilation Angle

20

u
n

σ
n

k
n

1no resistance

in tension

(gap opening)

(compression)

(relative normal displacement)

(a) Behavior in normal direction 

τ
n

k
s

1

τ*

τ*=c+σ
n
tanδ

δ = wall friction angle

-τ*

c = cohesion between wall and soil

c

u
s

(relative shear displacement)

(b) Behavior in shear direction 

Fig. 7. Interface behavior between wall and backfill soil of the 

liner element

One-side Liner (DKT-CST)

Two-side Liner (DKT-CST)

One-side Liner (DKT-CST)

5.4 m

Thickness = 0.22 m

1.23 m

2.68 m

Thickness = 0.22 m

Fig. 6. Finite-difference model of the inverted T-type retaining wall 

(Dimensions in prototype)

3.3 옹벽의 수치 모델

역T형 옹벽은 동적원심모형시험에서 사용된 옹벽의 원형의 크기로 수

치모델링 하였으며, 지반과 경계요소를 가지는 쉘요소를 사용하였다. 

FLAC 3D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라이너(Liner)요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된 라이너 요소는 휨에 대한 저항이 가능한 DKT-CST 

(Discrete Kirchhoff Triangle-Constant Strain Triangle)쉘과 쿨롱슬라이더

(Coulomb-slider) 경계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옹벽의 뒷굽부분은 쉘요

소 양면에 경계요소를 가지는 2면 슬라이더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벽체와 

압굽 부분은 1면 슬라이더를 적용하였다(Fig. 6). 경계요소의 반복하중에 

대한 거동은 Fig. 7과 같으며, 경계요소가 가지는 지반반력계수는 식(3)과 

같이 산정가능하다[15].

  max






min

 


× (3)

여기서,  체적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min

 접하는 요소의 최소 폭

해석에 적용된 수치해석 입력변수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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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Top of the stem, ② Top of active wedge, ③ Free field)

Fig. 8. Comparison of horizontal particle velocity time histories 

Fig. 9.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wall and backfill on bending moment of the wall and settlement of the backfill

3.4 시간적분간격 및 해석시간

지진하중 재하 전 정적해석은 오일러좌표계(Euler coordinate)에서 시

행되었으며, 지진시 동해석은 대변형에 따른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라그랑지안좌표계(Lagrangian coordinate)에서 시행되었다. 시간

영역 양해법을 적용한 비선형 해석시, 해의 수렴을 위한 최소 시간적분 간격

()은 식 (4)와 같이 계산 된다[15].

 min






max



 


   (4)

여기서,  유한차분 요소체적;   매질의 압축파속도; 
max

  육면체요소 

분할대각면적;   최소시간적분간격;   한계시간적분간격; 2 안전율

본 논문에서 사용된 수치해석 모델의 최소 시간적분간격은 약 3.75×10
-5

초로 일반적으로 수치모델 중 압축파속도가 가장 높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

된다. 본 수치모델의 경우 듀랄루민 재질인 ESB박스 하단부 요소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워크스테이션은 CPU 클럭스피드 3.46 

GHz, 물리적 코어 12개를 가지고 있다. 강성행렬을 구성하는 유한요소법

과는 다르게 유한차분법의 경우 수치모델크기 증가로 인한 소요 메모리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진운동 지속시간 약 20여초의 해석에 소요된 시

간은 약 4시간으로 이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좌우되는 수치이다.

4. 수치해석의 검증

수치해석의 검증은 성능기반내진설계에서 주요 성능목표 인자로 사용

되는 변위관련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Fig. 8은 대표적인 옹벽상단 세 

개의 지점에서 계측/해석결과 속도이력의 비교이다. 유한차분해석시 구조

요소(쉘)로 모델링 된 옹벽 상단 절점의 응답은 속도의 항으로 얻어지므로 

가속도가 아닌 속도이력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동적원심모형시험 시 계측

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적분 변환하여 비교하였다.

비교지점인 옹벽상단, 뒷채움부 주동토압 쐐기상단, 지표면 자유장 모

두 실험과 수치해석의 결과가 매우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수

록되지 않은 다른 입력지진 조건하에서의 비교도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따라서, 본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진시 옹벽의 거동(변위)

을 신뢰성 있게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검증 할 수 있다. 또한, M-O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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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tem

Active 

Failure 

Wedge

Free Field

Settlement

Increase of  Wall

Bending Moment

Wall Stem

Active 

Failure 

Wedge

Free Field

Restoration of  Wall

Bending Moment

Squeezing

Fig. 10. Generation mechanism of dynamic earth pressure and 

wall bending moment for inverted T-type wall

계산되는 지진시 주동토압 쐐기의 응답을 파악하기 위하여 벽체와 지표면 

자유장간의 상대변위와 주동토압 쐐기의 침하양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분석은 Fig. 8과 동일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지진운동 중 

벽체와 지표면 자유장의 상대변위 증가로 인하여 벌어진 공간으로 주동토

압 쐐기가 지속적으로 침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변위 증가의 원인은 

옹벽 자중으로 인한 옹벽의 변위와 지표면 자유장간의 위상차에 기인한 것

으로 자세한 사항은 Jo et al.[7]에 기술되어 있다. 벽체의 전방 휨변형 이후 

회복되려는 힘은 상대적으로 수동토압에 가까운 벽체의 변위로 나타나게 

되어 지진하중 재하기간 동안 지속적인 휨모멘트의 누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18]. 상기 설명된 지진시 역T형 옹벽의 응답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Fig. 10과 같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진시 역T형 옹벽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영역 비

선형 수치해석 기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석의 검증은 원심가속도 50g 

하에서 실시된 동적원심모형시험의 원형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으며, 변위

관련 항목(속도)으로 평가시 옹벽벽체상단, 주동토압쐐기 및 지표면 자유

장 세 개의 지점에서의 응답이 동적원심모형시험과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적용된 수치해석절차를 이용하여 성능기반내진설

계시 주요 성능목표로 사용되는 옹벽의 잔류변위를 신뢰성 있게 예측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진시 지반구조물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소들(지반물성치, 옹벽의 기하학적 제원, 입력지진파의 선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반논

문[6]에서는 본 논문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입력지진의 선택에 따른 역T

형 옹벽의 지진시 거동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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