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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time history analysis was performed on vertical shaft-tunnel connection to provide 

insight into the dynamic stress-strain behavior of the connection considering the 

effects of soil layers,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wave direction of earthquakes. 

MIDAS GTS NX based on FEM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From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the maximum displacement occurred at the upper 

part of the connection when the long period seismic waves propagate through the 

tunnel direction in soft ground. Also, stress concentration occurs due to different 

behaviors of vertical shaft and tunnel, and the stress concentration could be influence 

for safety on the conn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the seismic 

performance design of vertical shaft-tunnel connection.

Keywords: Vertical shaft-tunnel connection, 3D Finite element analysis, Time 
history analysis, Dynamic behavior

초 록

수직구와 수평 터널 주위 지층 변화, 지진파 방향성이 접속부의 동적 거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유한 요소 기반의 MIDAS GTS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연약지반에서 장주기의 지진파가 수평 터널 방

향으로 발생하였을 때 접속부 상부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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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와 수평 터널의 서로 다른 거동 및 지층 경계면의 영향으로 인해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수직구와 수평 터널의 접속부 구조물 내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수직구-터널 접속부, 3차원 유한요소해석, 시간이력해석, 동적 거동

1. 서 론

최근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구조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터널과 같

은 지하 구조물은 지상 구조물보다 지진에 대한 안정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어 내진 성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

다. 그러나 터널이 지상 구조물에 비하여 지진으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직구와 터

널의 접속부의 경우 지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Lee et al., 2002). 수직구와 같은 지하 구조물은 

지상 구조물과 달리 자체의 자중 보다는 주변지반의 거동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Okamoto et al., 1973; Kim et al., 

2011) 지층 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거동 특성이 달라져(Aguilar-Téllez et al., 2012) 수직구와 터널의 접속부 응력 

집중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Yamazaki et al., 2013).

국내외에서 터널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수행되었으나 수직구의 지진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적으며 주로 수직구 구조물과 지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Ohbo et al., 1992; 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수직구와 터널의 접속부에 대한 지진 안정성을 연구한 사례(Aguilar-Téllez et al., 

2012; Yamazaki et al., 2013; Jang et al., 2017)는 많지 않다. 최근 도심지에 시공되는 전력구, 통신구 등은 터널 

등 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설치 심도가 50 m 이상 깊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접속부의 

구조적 손상이 특히 지하수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Yamazaki et al., 2013). 따라서 국외의 경우 동경만 아쿠아라인과 터키의 해저 터널의 라이닝 구조물에 대

하여 지진 시 지반의 상대 강성 차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를 흡수하기 위한 가동 세그멘트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Jeon et al., 2009; Yamamoto et al., 2014; Kwak and Park, 2015),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해 수직구와 터널의 접

속부에서 발생하는 변위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부산과 같이 비교적 연약

한 지반이 두껍게 형성된 지층조건에서 수직구의 심도가 깊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수직구와 터널 구조물의 접

속부에 대한 지진 안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수직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전력구, 통신구와 같은 유틸리티 터널을 대상으로 

수직구와 터널의 접속부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서로 다른 가상의 다층 지반 조건을 모델링하고 장주기와 단주기의 지진파를 활용한 선형 탄성 시간이력

해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치해석에 의한 것으로 실제 지반과 구조물의 거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구조물의 거동과 접속부에 작용하는 응력의 형태는 실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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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향후 심도가 깊은 수직구 또는 해저나 하저터널 수직구를 설계, 시공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해석 개요

교량과 같은 지상 구조물의 내진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부 기초를 제외하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

는 외부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구조물의 관성력 만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수직구와 같이 지중에 위치

하는 지하 구조물은 구조물 전체 체적에 의한 단위체적중량이 주변 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진 시 구조물 

자중에 의한 관성력보다 주변 지반의 거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반과 수직구, 터널을 모델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 Structure Interaction, SSI)을 고려한 내

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MIDAS GTS NX 이다.

2.1 해석 대상 구조물 및 지반 모델링

해석에 사용된 수직구와 터널의 규모는 최근 국내 전력구 현장의 추세를 반영하였으며(Table 1), 수직구의 심

도는 50 m로 가정 하였다. 다층 지반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위해 지층은 점토층~경암층으로 5개로 구분하였

으며(Table 2), 지반을 10 m 두께로 총 7층의 요소망으로 모델링하였다(Fig. 1(a)). 모델의 규모는 경계 효과가 나

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었으며, 90 m × 90 m × 70 m (가로 × 세로 × 높이)로 하였다. 수직구와 터널의 모

델링은 3차원 솔리드(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모형화 하였다(Fig. 1(b)). 

Table 1. Dimension of the underground structures for analysis (unit: m)

Structure type External diameter Inner diameter Thickness Length

Vertical shaft 11.0 10.0 0.50 50.0

Tunnel 4.0 3.5 0.25 39.5

Table 2. Geotechn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Property Clay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Soft rock Hard rock
Concrete

structure

Material type 2D equivalent 2D equivalent 2D equivalent 2D equivalent 2D equivalent Equivalent

Model type Mohr-Coulomb Mohr-Coulomb Mohr-Coulomb Mohr-Coulomb Mohr-Coulomb Elastic

Shear modulus [kN/m2] 44097.6 294688 835352 2350410 3817820 20000000

Poison’s ratio [-] 0.4 0.3 0.3 0.25 0.2 0.2

Unit weight [kN/m3] 18 19 20 24 26 25

Damping ratio [-] 0.01 0.01 0.01 0.01 0.01 0.05

G/Gmax-γ  

Damping-γ

Seed and Sun, 

1989
Seed & Idriss Idriss Idriss Idriss Id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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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m

90 m

50 m

39.5 m

(a) Soil layers (b) Vertical shaft

Fig. 1. Modelling results for numerical analysis

구조물은 선형 탄성 재료로 고려하였으나 지반은 2차원 등가선형재료 특성을 적용하여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

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모호-쿨롱(Mohr-Coulomb) 모델을 파괴 모델로 사용하였다. 변형률에 따른 전단계

수(shear modulus) 및 감쇠비(damping ratio) 변화 곡선은 MIDAS GTS NX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자

료(MIDAS IT, 2017)를 활용하였다.

2.2 동적 하중 조건

실제 지진가속도를 사용한 시간이력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입력 지진파는 Ofunato (단주기 특성파) 지진

파와 Hachinohe (장주기 특성파) 지진파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내진설계 1등급 붕괴방지수준의 0.154 g의 최

대 가속도로 스케일링 하여 모사하였다(Fig. 2). 지진파 진행 방향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진파의 진행 방향

을 수평 터널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는 X축과 수직 방향인 Y축으로 하여 두 방향에 대해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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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led seismic wave for analysis (Hachinohe, amax = 0.15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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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개변수 해석 조건 및 관측 지점의 선정

지진파의 종류, 파의 진행방향 및 지층 형태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 파악을 위한 매개변수 해석을 위

해 총 8개의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였다(Table 3). 지층 형태는 일반적으로 수평 터널이 암반층에 위치하는 단단한 

지반(hard ground)과 부산과 같이 기반암 층이 깊은 연약한 지반(soft ground)을 모사할 수 있도록 두개의 그룹

(hard ground: A, B, C, D; soft ground: E, F, G, H)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 Analysis cases

Case A B C D E F G H

Seismic wave Ofunato Hachinohe Ofunato Hachinohe

Wave direction X-axis Y-axis X-axis Y-axis X-axis Y-axis X-axis Y-axis

Layer 1 Clay

Clay
Layer 2 Weathered soil

Layer 3 Weathered soil

Layer 4 Weathered soil

Layer 5 Weathered rock

Weathered soilLayer 6 Soft rock

Layer 7 Hard rock

Tunnel In weathered rock (hard ground) In weathered soil (soft ground)

수평 터널은 시공 시 사고를 줄이고 보강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안정성이 높은 암반 지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

고, 심도가 깊은 수직구 구조물의 경우 관입 깊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른 지층에 위치하게 된다. 지진 발생 시 지

반 내에 위치하는 구조물은 지반 관성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지반 관성력은 지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

직구의 심도와 지층 종류의 변화에 따라 수직구와 이에 연결되는 수평 터널의 전체 거동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연약한 지반일수록 낮은 고유 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amazaki et al., 2013). 여러 해석 케이스 

가운데 수직구 및 수평 터널 구조물의 전체 거동분석은 거동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환경 모사를 위해 장주기파인 

Hachinohe 지진파와 연약 지층으로 구성된 해석 케이스 G를 선정하여 수직구와 수평 터널 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 반대의 케이스로 단단한 지층으로 구성된 해석 케이스 C를 선정하여 수직구와 수

평 터널 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해석 케이스 C와 G의 지진파의 방향은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수평 터널과 평행한 방향(X 축)으로 지진이 진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접속부의 경우 A 부터 H 까지의 모든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거동을 분석하였다.

수직구 및 수평 터널 구조물의 전체 동적 거동 파악을 위해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파의 

진행 방향(X 축)에 대한 변위를 Fig. 3(a)와 같이 깊이에 따른 관측 절점을 선정하였다. 수평 터널의 경우에는 수

평 터널의 수직 방향(Z 축)의 거동을 판단하기 위해 수평 터널의 길이 방향으로 5곳의 관측 절점을 선정하였다. 또

한 접속부의 상세한 거동 파악을 위해 Fig. 3(b)와 같이 4곳의 절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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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s for observing behavior of structure (b) Points for collecting displacement data

Fig. 3. Inspection points for estimating structural behavior under earthquake loading

3. 매개변수 해석 결과

3.1 수직구 구조물 및 수평 터널의 동적 거동 특성 검토

수직구 구조물의 지진 전달 방향(X 축)으로의 동적 거동을 검토하기 위해 Fig. 4(a), Fig. 5(a)와 같이 X축 방향

의 변위를 깊이 별로 지진 지속 시간에 따라 도식화 하였다.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는 수직구 구조물(해석 케이스 

G, Fig. 5(a))이 단단한 지반에 있는 경우보다 지진 발생 시 더 큰 동적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터널 구

조물의 수직(Z축) 방향으로의 동적 거동을 검토한 결과(Fig. 4(b), Fig. 5(b)) 풍화암 지반에 위치하는 수평 터널의 

경우(해석 케이스 C) 지진 하중 발생 시에도 수평 터널의 연직 방향으로의 거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4(b)).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수평 터널이 풍화토에 위치하는 경우(해석 케이스 G)는 지진 

지속 시간에 따른 수평 터널의 수직 방향으로의 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5(b)). 따라서 수직구와 수평 터널 구조물의 동적 거동은 구조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연약한 지반에 수직구 및 수평 터널이 위치하는 경우 지진시 심도에 따라 수평 방향(X축 방향)으로 크게 거

동하는 수직구 구조물과 수직 방향(Z축 방향)으로 크게 거동하는 수평 터널의 상대적인 거동차이로 인해 수직구-

수평 터널 접속부에서 균열 및 파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반에 수직구 및 수평 터널이 위치하는 해석 케이스 C의 경우 최대 전단응력(2.1 MPa)이 

수직구 배면(Fig. 6(a)의 A영역)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점성토 구간 및 풍화토 지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6(a)). 연약 지반에 수직구 및 수평 터널이 위치하는 해석 케이스 G의 경우 Fig. 

6(b)와 같이 수직구 배면(Fig. 6(b)의 B영역), 접속부 상부(Fig. 6(b)의 C영역)에서 최대 전단응력(5.54 MPa)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구 배면에 전단 응력이 집중된 위치는 점성토 지층과 풍화토 지층의 경계면이

며, 접속부 상부에 집중된 전단 응력은 Fig. 5에서와 같이 수직구와 수평 터널의 동적 거동 차이로 인해 그 절점인 

접속부에 응력이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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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axis displacement of vertical shaft (Case C) (b) Z-axis displacement of tunnel (Case C)

Fig. 4. Structural behavior in hard ground under earthquake loading (Case C)

(a) X-axis displacement of vertical shaft (Case G) (b) Z-axis displacement of tunnel (Case G)

Fig. 5. Structural behavior in soft ground under earthquake loading (Case G)

(a) Case C (b) Case G

Fig. 6. Shear stress distribution of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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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속부 주변 최대 변위 및 응력 검토

접속부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위 검토를 위해 각각의 관측 지점(N, W, S, E)에서의 수직(Z 축), 수평(Y 축) 그리

고 수평 터널과 평행한 방향(X 축)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Fig. 7과 같이 도시하였으며, 이는 Ofunato파(단주기 특

성파)와 Hachinohe파(장주기 특성파)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 케이스 중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한 E와 G에 대한 해석 

Vertical displacement (Z-direction) Vertical displacement (Z-direction)

Horizontal displacement (Y-direction) Horizontal displacement (Y-direction)

Perpendicular displacement (X-direction) Perpendicular displacement (X-direction)

(a) Ofunato seismic wave (Case E) (b) Hachinohe seismic wave (Case G)

Fig. 7. Displacements by seismic waves that propagate parallel to tunnel axis (X-axi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3-Dimentional numerical study on dynamic behavior of connection between vertical shaft and tunnel under earthquake loading

895

결과이다. 두 지진파에 의한 모든 해석 케이스에서 동일한 방향에서는 각각의 관측 지점 별로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를 분별하기 어려운 유사한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매개변수 해석 케이스

에 대한 관측 지점별 최대 변위는 Table 4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매개변수 해석 케이스에서 X축 방향으로 지진

파가 전달 될 때 N 지점에서 수직(Z 축) 및 수평 터널과 평행한 방향(X 축) 변위의 최대치가 관측되었으나, 수평

(Y 축) 변위의 최대치는 Y축 방향으로 지진파가 전달 될 때 N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Maximum displacement at vertical shaft-tunnel connection under earthquake loading (unit: mm)

Ground 

conditions

Earthquake Ofunato Hachinohe Maximum 

displacementWave direction X-axis Y-axis X-axis Y-axis

Hard

ground

Y-direction/

Location

-0.046

N (Case A)

-5.291

N (Case A)

-0.061

N (Case C)

9.516

N (Case D)

9.516

N (Case D)

Z-direction/

Location

0.426

N (Case A)

0.123

E (Case B)

-0.867

N (Case C)

-0.238

E (Case D)

-0.867

N (Case C)

X-direction/

Location

-5.176

N (Case A)

0.036

W (Case B)

9.500

N (Case C)

-0.022

E (Case D)

9.500

N (Case C)

Soft

ground

Y-direction/

Location

0.509

E (Case E)

-9.902

N (Case F)

0.902

E (Case G)

16.939

N (Case H)

16.939

N (Case H)

Z-direction/

Location

2.315

N (Case E)

0.980

W (Case F)

4.453

N (Case G)

1.676

W (Case H)

4.453

N (Case G)

X-direction/

Location

-9.192

N (Case E)

0.547

E (Case F)

16.006

N (Case G)

0.859

W (Case H)

16.006

N (Case G)

지층 종류(단단한 지층, 연약한 지층)에 따른 각 방향(X, Y, Z축)의 접속부 변위 차이는 수직 방향(Z 축), 수평 

방향(Y 축) 그리고 수평 터널과 평행한 방향(X 축)에 대해 연약한 지층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약 6.4배, 7.4배, 

14.5배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진파 종류(Ofunato, Hachinohe)에 따른 각 방향(X, Y, Z 축)의 접속부 

변위 차이는 수직 방향(Z 축), 수평 방향(Y 축) 그리고 수평 터널과 평행한 방향(X 축)에 대해 장주기 특성파인 

Hachinohe 지진파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약 1.9배, 1.7배, 1.4배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파의 방향(X축, Y축)에 따른 각 방향(X, Y, Z축)의 접속부 변위는 지진파의 전달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진파의 전달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대한 변위는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비해 지진파와 평행한 방향의 변위는 다른 방향의 변위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해석 수행 결과 접속부 주변 4곳의 관측지점(N, W, S, E)에서 관측된 최대 변위는 해석 케이스 H의 N 

지점에서 16.9 mm이다. 구조물의 탄성계수(2*104 MPa)로부터 도출된 허용 압축 응력 및 허용 전단 응력과 각 관

측 지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압축 응력 및 전단 응력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모든 관측 지점에서 최대 전단 응력

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물의 접속부에서의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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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bility analysis results for the connection

Location

Maximum

compressive stress

[MPa]

Maximum 

shear stress

[MPa]

Allowable 

compressive stress 

[MPa]

Allowable 

shear stress

[MPa]

Stability

N 3.54 5.60

3.25 0.29

Unstable

W 1.87 4.93 Unstable

S 0.98 3.59 Unstable

E 1.50 4.26 Unstable

4. 결론 및 토의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수직구-수평 터널 접속부의 동적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층 구성, 지진파 종류 

및 전달 방향에 따른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직구와 수평 터널 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과 구조물 내의 

응력 집중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접속부에 주변에 발생하는 변위 및 응력 분포 검토를 통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이 작용할 때 지반 강성이 낮은 연약지반일수록 수직구의 수평 변위 및 수평 터널의 수

직 변위의 정도가 커지며, 이로 인해 접속부에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2. 수직구 배면에서의 응력집중 현상은 지반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성토 또는 풍화토 지층이 위치한 곳에서 

발생되며, 두 지층의 경계면에서도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속부 변위는 지반강성이 약

할수록 장주기파 특성을 가진 지진파에 대해 더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진파의 전달 방향에 따른 매개변수 해석을 바탕으로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변위는 지진파의 진행 방향

과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이 연구의 결과는 수직구-수평 터널의 접속부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추가적으로 지하수위와 접속부에서의 변위 및 응력 흡수를 모사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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