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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반 액상화는 지반에 반복하중을 가할 시 지반이 강성과 전단 강도를 

상실하여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다. 지진 시 지반 액상화는 1964년 니

가타 지진 (규모 7.5)과 알래스카 지진 (규모 9.2) 이후 내진설계 또는 내진

성능평가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내진설계를 위한 액상화 평가 방법 

중 Seed and Idriss[1]에 의해 개발된 간편법은 액상화 평가의 대표적인 방

법으로 소개된다. 간편법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진동전단응력비(Cyclic 

Stress Ratio, CSR)와 진동전단저항비(Cyclic Resistance Ratio, CRR)의 

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CSR은 지반에 가해지는 반복 전단응력을 초기 유

효 구속압으로 나누어 준 값이며, CRR은 주어진 하중 재하 횟수에서 지반 

액상화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CSR 값이다[1]. 이때 현장 지반의 CRR은 표준

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CPT)과 전단파속도( )[2-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편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5-7], 2017

년 포항 지진 (규모 5.4)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Baek et al.[8]

은 LPI(Liquefaction Potential Index) 지수[9]로 포항 지역의 액상화 위험

도를 평가하였다. Ahn et al.[10]은 Baek et al.[8]의 연구를 바탕으로 1차

원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포항 지역의 액상화 발생 정도를 재확인하였다. 

Yoo et al.[11]는 국내외 기준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포항 액상화 발생지역

의 CSR을 계산하였다. 또한, Park et al.[12]은 액상화 발생 지역의 시료를 

이용하여 반복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를 통해 해당지역의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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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of liquefaction during the 2017 Pohang earthquake has highlighted the urgent need to evaluate the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 for liquefaction in Korea, particularly the liquefaction triggering standard. With the simplified method, which is the most popular 

method for evaluating liquefaction triggering, the factor of safety for liquefaction triggering is calculated via the cyclic stress ratio (CSR) and 

the cyclic resistance ratio (CRR). The parameters in the CSR and CRR have undergone changes over time based on new research findings 

and lessons learned from liquefaction case-histories. Hence, the current design standard for liquefaction triggering evaluation in Korea 

should also reflect these changes to achieve seismic safety during future earthquakes. In this study, liquefaction susceptibility criteria were 

discussed initially and this wa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current liquefaction triggering codes/guidelines in other countries and Korea. 

Next, the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e CSR such as the maximum ground acceleration, stress reduction factor, magnitude scaling factor, 

and overburden correction factor were discussed in detail. Then, the evaluation of the CRR using the SPT N-value and CPT qc-value was 

elaborated along with overburden and clean-sand correction factors. Based on this review of liquefaction triggering evaluation standards,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 related to liquefaction trigg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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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평가하였다. Bong et al.[13]은 CPT를 통한 세립분 함량 예측식의 

유효성을 평가하였으며, 포항 지역의 CPT 결과를 이용해 예측식 결과와 실

제 결과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Song et al.[14]은 표준관입치(SPT-N)값과 

값을 이용한 CRR을 비교하였다. Jang et al.[15]은 국내 내진설계에 활

용되는 지진파와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국내외 7개 지진파를 산정

하고, 선정된 지진파를 통해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입력 

지진파가 액상화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된 연

구와 같이, 지금까지 포항지진과 액상화에 관한 연구는 액상화 평가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간편법과 액상화 평가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문헌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해외 기준에서는 간편법을 액상화 평가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지침서(New Zealand guideline)[16], 미연방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17], 일본도로협회(Japan Road Asso-

ciation, JRA)[18]는 액상화 평가에 간편법을 활용하며, 이에 대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outhern California Earthquake Center(SCEC)[19],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750)[20], Eurocode 

8[21], 일본항만표준[22]은 간편법을 설계기준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상세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CSR의 경우 해외 기준에서는 

지반 물성과 지진 특성의 영향을 보정계수로 반영하였으며, 최근 국내[23]

에서도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CRR의 경우 지반조건과 세립분 함량은 

CRR에 영향을 미치나, 이를 고려하기 위해 소개된 방법은 연구자별로 상

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상화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

하고 이를 통해 해외설계기준과 국내설계기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1971

년 Seed and Idriss[1]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액상화 간편법에 관한 문헌들

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CSR 및 CRR 산정에 사용되는 보정계수들이 액

상화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상화 평가에 사용되

는 보정계수들의 시대별 변화를 요약하였다.

2. 국내외 액상화 평가 기준

2.1 액상화 평가 과정

지반 액상화를 평가하는 과정은 액상화 민감도(Susceptibility), 유발

(Triggering), 그리고 결과(Consequence)로 분류된다.

민감도(Susceptibility) 평가 기준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민감도 평

가의 목적은 액상화에 취약한 지반을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지

질학적 기준(Geological criteria)과 지반분류에 따른 기준(Compositional 

criteria)으로 나누어 수행된다. 지질학적 기준은 지층의 형성 시기를 나타

낸다. 지질학적 기준에 따르면, 액상화는 신생대 제4기 이후에 형성된 지반

에서 주로 발생한다[24-26]. 그러나, 지반의 연대 효과(Aging effect)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설계기준 및 지침서에서는 이를 간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지반분류에 따른 기준은 소성지수(Plasticity Index, PI)

를 기반으로 한다. PI에 따라 사질토 거동 혹은 점성토 거동으로 분류되며, 

점성토의 경우 반복하중 재하 시 지반 액상화가 아닌 동적 연화(Cyclic 

softening)로 간주한다[27, 28]. 기존에는 점성토에 대한 액상화 민감도 기준

으로 중국 기준을 준용하였다[29]. 그러나, 중국 기준은 액상화 발생을 과소평

가하여, 현재는 뉴질랜드 지침서에서 액상화 민감도 기준으로 Boulanger and 

Idriss[27]와 Bray and Sancio[28]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16].

지반의 액상화 민감도 평가 후, 유발(Triggering) 평가를 통해 특정 지반

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유발 평가는 현장 시료를 이용한 상세법

과 현장 지반조사를 통한 간편법으로 구분된다. 상세법은 현장 시료를 대상

으로 진동삼축압축, 직접전단시험 등을 수행하여 현장 시료의 반복하중에 

대한 액상화 저항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란 시료의 경우 재성

형 방법에 따라 액상화 저항력이 다르며, 비교란 시료의 경우 채취가 어렵

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서는 간편법을 선호한다[16-23]. 간편법은 현장 시

료 대신 현장 지반조사를 통한 현장실험값 (e.g., SPT-N, CPT-, 전단파 

속도 등)을 사용하여 동적 응력에 따른 깊이별 안전율(Factor of safety, 

FS)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액상화 안전율은 액상화에 대한 저항력의 지표

인 CRR과 지진 시 전단력을 표현하는 CSR의 비 (FS = CRR/CSR)로 정의

된다. 간편법에 따라 안전율 1 미만의 지반층은 액상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Fig. 1). 안전율 산정에 필요한 CSR과 CRR은 지진 하중에 의한 

전단력과 액상화 저항력이 초기 유효 응력으로 무차원화 된 값이다. CSR과 

CRR은 목적에 따라 확률론적 혹은 결정론적 방법으로 산정된다. 전반적인 

간편법의 평가 과정은 Fig. 2와 같다. 

CSR의 경우 Seed and Idriss[1]에서 제시된 공식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지진 및 지반 특성에 따른 CSR의 변화는 보정계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 CSR에 관한 보정계수로는 전단응력감소계수(Stress reduction 

factor, ), 수직응력보정계수(Overburden correction factor,  ), 규모보

Table 1. Criteria of liquefaction susceptibility

Susceptibility Criteria

Geological criteria [25]

Likelihood that cohesionless sediments, when saturated, will be susceptible to liquefaction 

Quaternary Neogene

Modern

 500 yra*

Holocene

500 yra - 

10 kya**

Pleistocene

10 kya -

1.6 Mya***

Pre-Pleistocene

 1.6 Mya

 Susceptibility: 

High 

Susceptibility: 

Moderate

Susceptibility: 

Low

Susceptibility: 

Very Low

Composition criteria [28]

PI  7

Sand like - behavior

7  PI  12

Sand like - behavior

12  PI

Clay like - behavior

Susceptible to liquefaction Potentially susceptible to liquefaction Not susceptible to liquefaction

yra* : years ago, kya** = thousands of years ago, Mya*** = millions of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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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수(Magnitude scaling factorm, MSF), 정적전단응력보정계수(Static 

stress correction factor, )가 있다. 정적전단응력보정계수의 경우 사면

이나 댐과 같은 경사진 지반에 적용되나 활용 가능한 연구가 부족하다. 

CRR의 경우 현장실험과 경험식을 통해 구한 지반의 저항값이다. CRR 

산정에 필요한 경험식은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개선되어왔다[2, 

30-35]. Youd et al.[2]은 액상화 발생자료를 토대로 CRR 값과 보정계수

를 정리하였다. Cetin et al.[30, 33]은 현장 지반의 SPT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CRR을 산정하였으며, 수정된 보정계수를 통해 결정

론적 뿐만 아니라 확률론적으로도 CRR을 산정하였다. 이후 Moss et al. 

[34]과 Kayen et al.[3]은 각각 콘 선단 저항치()와 를 이용하여 결정론

적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CRR을 산정하였다. 한편, Idriss and Boulanger 

[31]는 세립분 함량(Fine Contents, FC)에 따른 현장실험 값의 변화를 등

가 순모래(Clean sand)로 치환하여 보정하였다. Boulanger and Idriss[32]

는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된 현장 자료를 통해 세립분 보정식과 보정계

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시료 회수가 불가능한 CPT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Robinson et al.[36]은 지반거동유형지수()와 세립분 함량으로 

특정 지반의 액상화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을 정리하였다.

결과(Consequence)는 안전율, 액상화 발생 위치, 지반 및 지진 특성, 과

잉간극수압 등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사면이나 제방의 전단강도 손실, 

지표면의 측방 유동, 구조물 피해와 재압밀 침하, 터널 및 지하 매설물의 부

상 등 상세한 피해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공학적 해석법으로는 다양

한 변수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수치해

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16, 32].

2.2 국내외 설계기준 및 지침서

액상화 평가 시 모든 영향 인자를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응력, 변형률, 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한 액상화 평가법을 사용해왔다. 이 중 

응력 기반의 액상화 간편법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를 비롯한 

유럽,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 설계기준의 액상화 평가법과 상세기준 차이를 Table 2에 정

리하였다. 국가별 설계기준은 간편법 채택 여부, 순모래 보정 여부, 규모 보

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New Zealand guideline[16]은 최신 연구를 바탕으

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액상화 평가법을 제시하고 있다.

2.2.1 미국 - SCEC[19], FEMA[20]

SCEC[19]와 FEMA[20]는 Youd et al.[2]을 바탕으로 한 액상화 간편

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서는 정확한 CRR 산정을 위해 현장 관입 치

에 순모래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37]. 또한, 안전율과 SPT-N값을 바탕으

로 피해양상을 침하(Settlement), 표면분사(Surface manifestation), 측방 

유동(Lateral spreading)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FEMA[20]의 경우 안전

율이 1.2 이상일 경우 액상화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안전율이 1.2 미만일 

경우 상세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반의 자갈 유무에 따라 해

Table 2. Comparison of liquefaction evaluation code for triggering

Code / Guideline Triggering methods MSF consideration FC consideration

SCEC [19] Simplified method N/A O

FEMA [20] Simplified method O O

Eurocode 8 [21] Simplified method O ∆

Japan port and harbour standard [22] Simplified method / Detailed method O O

Guidelines for evaluating and 

improving earthquake resistance of 

existing facilities 

(Foudation and ground) [23]

Simplified method O O

New Zealand guideline [16] Simplified method O O

Fig. 1. Factor of safety and liquefaction occurrence 

Fig. 2. Evaluation procedure of liquefaction triggering for simplified 

methods (Boulanger and Idris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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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건에 적합한 현장실험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SCEC[19]

은 민감도 기준으로 중국기준[29]을 인용하고 있으며, FEMA[20]의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2.2 유럽 - Eurocode 8[21]

Eurocode 8[21]는 Youd et al.[2]에 따른 액상화 간편법을 준용한다. 

Eurocode 8[21]은 CRR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추세선을 순모래와 실트질 

모래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안전율이 1.25 이상인 지반은 액

상화에 안전하다고 판정하며, 구조물별 안전율을 달리 평가하였다. 또한, 

액상화 평가 시 규모보정계수(MSF)를 적용하였으며, 등가 순모래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민감도 평가 기준 중 지반분류에 따른 판단체

계는 반영하지 않는다.

2.2.3 일본 - Japan port and harbour standard[22]

일본항만표준[22]은 액상화 간편법과 상세법을 모두 준용하고 있다. 또

한, 안전율 평가에는 변형된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CSR과 CRR 대신 등

가 가속도 (Equivalent acceleration)와 등가 관입치(Equivalent N value)

를 사용한다. 등가 관입치를 추정하기 위해 세립분 함량 뿐만 아니라 PI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등가 가속도와 등

가 관입치 관계만으로 액상화 피해를 예측한다. 일본항만표준[22]의 경우 

액상화로 인한 피해 예측까지 안전율 평가에 포함하며, 이와 같이 자국의 연

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규격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민감도 평가의 

경우 지반분류에 따른 기준은 Iai et al.[38]의 입도분포를 사용하며, PI에 

따른 기준은 간편법에 포함하여 사용한다[39, 40]. 

2.2.4 뉴질랜드 - New Zealand guideline[16]

New Zealand guideline[16]은 Boulanger and Idriss[32]의 액상화 간

편법을 준용한다. 또한, 정확한 CRR 산정을 위해 Boulanger and Idriss 

[32]가 제안한 등가 순모래 보정 방식을 적용하며, 시료 회수가 불가능한 

CPT실험결과에 세립분을 고려하여 CRR 경험식을 적용하였다. SPT뿐만 

아니라 CPT를 이용한 액상화 평가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FC와 관

계를 통한 액상화 평가법을 소개하였다. New Zealand guideline[16]은 세

립분 보정뿐만 아니라 수직응력 보정, 규모 보정도 설명하고 있다. 민감도 

평가 과정에는 지반분류에 따른 판단체계로 Boulanger and Idriss[27]와 

Bray and Sancio[28]을 인용하여 비교적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2.2.5 국내 설계기준 - 기존 시설물 (기초 및 지반) 내진 성능 평가 

요령(안) 2020[23]

국내 설계기준은 Youd et al.[2]을 바탕으로 한 액상화 간편법을 준용하

였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 성능 평가 요령(안) 2020’ 

[23]에서 Boulanger and Idriss[32]를 이용한 세립분 보정과 액상화 저항

비를 수정하였다. 안전율이 1.0 이상인 지반에 대해 상세평가 없이 액상화

에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 성능 평가 

요령(안) 2020’[23] 통해 국외 기준에서 적용하는 등가 순모래 보정과 규모 

보정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도분포 기준[39]도 반영하고있다. 이

후 단원에서는 합리적인 액상화 평가를 위한 간편법의 전반적인 평가 과정

과 국내에 반영되지 않은 보정계수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3. 진동전단응력비(CSR)에 대한 고찰

액상화 평가 시 액상화를 유발하는 지진 하중은 진동전단응력비(CSR)

로 표현된다. CSR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max
(1)




max
′


 (2)

여기서, max는 평가 깊이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최대전단응력, ′는 평가 

깊이에서의 유효수직응력, max는 지표면 최대지반 가속도 , 는 중력가속

도,   액상화 평가 깊이에서의 전체수직응력이, 는 전단응력감소계수 

이다.

식 (1), (2)와 같이 CSR은 최대지반가속도와 수직응력에 영향을 받는다. 

수직응력은 현장지반조사를 통해 확정된 값으로 도출되는 반면, 최대지반

가속도는 결정 방식에 따라 폭넓은 분산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결과의 불확

실성을 수반한다. 또한, 최대지반가속도는 추정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CSR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추정방식에 대한 연구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최대지반가속도는 지진재해도, 관측소의 기록 지진, 지반

운동예측식(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s, GMPE)등을 통해 결

정될 수 있다(Fig. 3). 한편, 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깊이별 진동전단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지진재해도를 이용한 방법은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재현주기를 바탕으

로 max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max는 대상 지역과 재현주기에 따른 지진

구역계수와 위험도계수, 그리고 지반 분류에 따른 증폭계수를 곱하여 추정

된다. 지진재해도를 이용한 방법은 액상화 평가 지역의 정보가 제한적이거

Fig. 3. Determination process for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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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범위한 대상 지역에 적용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는 국부적인 지

반 특성과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액상화 검증 단계보다

는 설계단계에 적합하며, Baek et al.[8]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 지역의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지진 기록을 이용한 방법은 설계 지진파 혹은 계측된 지진파를 사용하며, 

이격거리()별로 관측소 지진 기록이 충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대상 지

역의 지진파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인접한 이격거리의 두 지진 기록을 내삽

하거나, GMPE로 추정한 지진파와 발생지진기록을 내삽하여 지표면 혹은 

기반암의 최대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32]. 지진 발생 이후 진원 주변의 지

진 기록이 충분할 때 발생 지진의 검증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진원과의 거리별 감쇠를 개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파가 제한된 경우 지진파와 그에 상응하는 최대가

속도 산정이 어려우며, 선정된 지진파에 따라 큰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Ahn et al.[10]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GMPE는 발생 지진들의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하

여 지표면 혹은 기반암의 응답스펙트럼을 예측할 수 있다. GMPE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활성단층 및 대상 지반의 정보와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GMPE 모델로는 NGA-West, NGA-West2, NGA-East 등이 있으며, Bae 

et al.[40]는 NGA-West2 모델의 국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NGA- 

West2의 경우 NGA-West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서부의 얕은 

지각 지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기존 모델과 달리 5%의 기준값 감

쇠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NGA-West에는 부족하였던 규모별 지진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였다[40]. NGA-West2의 예측 모델은 총 5개(i.e., ASK14, 

BSSA14, CB14, CY14, I14)가 있다. 각각의 모델은 단층 함수에 따라 기

여도를 다르게 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모델은 거리 

관련 함수, 사건 관련 함수, 부지 관련 함수로 나뉜다. 거리 관련 함수는 이격

거리, 최인접거리(


), 단층 직교면과의 수직거리(


), 단층 직교면과의 

수평거리()로 구성된다. 사건 관련 함수는 역단층(


), 정단층(


), 

단층의 역방향(Hanging wall fault, 


)등으로 구성된다. 부지 관련 함

수는 30 m의 평균 전단파속도( ), 전단파속도가 1 km/s가 되는 깊이

(), 전단파속도가 2.5 km/s가 되는 깊이(), 그리고 단층 넓이()로 

구성된다. 각 모델 별 가중치 설정 후 각각의 변수에 적절한 값을 입력하면 

max와 지표면 응답스펙트럼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에 기반암 전단

파속도를 입력할 경우 기반암의 최대지반가속도와 응답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GMPE는 진원과 거리별 계측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사용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지반에 적합

한 모델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NGA-West2의 경우 국내와 다른 환경의 

지진 기록을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NGA-West2를 국내에 적용할 경

우 지반 운동이 단주기 영역에서는 과소평가, 장주기 영역에서는 과대평가

될 수 있다. NGA-East GMPE는 진앙 주변에서 단주기의 지반 운동 가속

도를 과하게 예측하는 면이 있어 국내 지반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GMPE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과정들을 통해 평가대상 지반 기반암의 지진파를 획득한 후,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깊이별 CSR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CSR은 

식 (1)과 같이 표현되며, 등가선형해석 혹은 비선형해석을 통해 깊이별 

max를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한 CSR 평가는 

중요한 부지나 복잡한 지반층을 평가할 때 적합하나, 지진파의 가속도 시간 

이력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하므로 연구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 

한편, 지표면 최대지반가속도(max )를 획득할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를 적용하여 식 (2)와 같이 깊이별 최대지반가속도를 간

편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평가대상 지반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진파 

선정이 어려운 경우 깊이별 CSR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max  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CSR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CRR은 위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추정한 CSR과 다른 조건(강진지속시간, 

상부압력)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보정될 수 있다.


   ′ 


×




 ′

(3)




 ′
× 


   ′  

(4)

여기서, 
   ′ 

은 1기압, 규모 7.5 수준의 진동전단응력비, 


   ′ 

은 1기압, 규모 7.5 수준의 진동전단저항비이다. 

CRR은 강진지속시간과 상부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CSR은 고정

된 조건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보정계수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수

직응력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각각 과 에 해당하며 

후술 되는 단원을 통해 각 보정계수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3.1 응력감소계수(Stress reduction factor, 

)

Seed and Idriss[1]는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응력감소계수를 

이용하여 깊이별 CSR을 구할 수 있는 응력감소계수의 경험식을 제안하였

다. Fig. 4와 같이 강체로 가정된 지반이 최대 지반가속도(max )로 운동할 

때 깊이()에 해당하는 강체 지반의 최대전단응력(max  )은 아래와 같다.

max  


max
(5)

Fig. 4. Schematic for determining maximum shear stress and the 

stress reduction factor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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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강체로 가정된 지반의 단위 중량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지반은 강체가 아닌 변형체이다. 따라서 실제 지반에 

가해지는 전단응력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max  ×max  ⇔ 
max 

max 
(6)

여기서, max 는 변형체 지반의 최대전단응력이다. 는max 와 max 

의 비로 정의된다[41]. 는 등가선형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초

기에는 의 깊이별 평균값만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변수에 따

른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개변수에 의한 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산정식을 Table 3에 요약하였다. 

Liao and Whitman[42]과 Youd et al.[2]은 지반응답해석 결과의 평균

값을 이용해 응력감소계수를 깊이()에 따른 함수로 제시하였다. Idriss 

[41]는 규모( )와 깊이에 따른 응력감소계수 함수는 액상화가 발생 된 50

개 지역에 35개의 지진파로 수행한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Cetin et al.[30]은 액상화가 발생 된 53개 지역에 42개의 지진파로 2153번

의 지반응답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규모, 깊이, 그리고 12 m 깊이의 

전단파속도( )를 중심으로 회귀분석하여 매개변수에 따른 응력감소

계수를 제안하였다. 이후, Kishida et al.[43]는 후속 연구로 18개 지역에 

264개의 지진파로 약 23,000번의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규모, 깊이, 평균 전단파속도( )외에 단순화된 지반의 고유

주기( )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응력감소계수를 제안하였다.

   min





  (7)

여기서, z는 깊이, 는 지면으로부터의 해당 깊이까지의 평균 전단파 속

도이며, 단순화된 지반의 고유주기( )는   과 0.6 s 중 작은 값을 택

한다. Liao and Whitman[42]과 Youd et al.[2]의 응력감소계수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값을 획득하기 어렵다. Idriss[41]가 

제안한 응력감소계수는 깊이 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른 지진 응력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Liao and Whitman[42]과 Youd et al.[2]의 응력감

소계수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여 설계기준이나 지

침서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지반 주상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으며,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Cetin et al.[30]

의 응력감소계수는 개별적인 지반 주상도의 영향을 전단파 속도로 반영하

여 앞선 응력감소계수보다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고 평가받으며, 국내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1, 44]. 그러나 Cetin et al.[30]

의 CRR은 같은 조건에서 Boulanger and Idriss[32]의 CRR보다 작은 값

을 나타낸다. 따라서 Cetin et al.[30]의 응력감소계수를 다른 연구에서 제

시된 CRR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44]. Kishida et al.[43]의 

Table 3. Various equations for stress reduction factor

Main parameters Equations

Liao and Whitman [42] Depth
       ≤,

       ≤≤

Idriss [41]
Depth,

Magnitude

 exp  ×

   sin



 

   sin





Youd et al. [2] Depth       

     

Cetin et al. [30]

Depth,

Magnitude,

Shear wave velocity

 




 





  






    





  



Kishida et al. [41]

Depth,

Magnitude,

Average shear wave velocity,

Natural period of the soil

  






















sin

















sin




























sin


















sin


















   min





,    

 : Depth,  : Moment magnitude,  : Peak ground acceleration,  : Shear wave velocity at 12 m depth, 


: Natural period of the soil column,  : 

Average shear wave velocity,  : Spectral acceleration ratio, : Spectral acceleration at 1.0 second,  : Spectral acceleration at 0.2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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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감소계수는 보다 많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정확도를 높인 장점이 있

으나 사용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또한, 미국 새크라멘토 제방 지역의 특정 

대상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반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이 필요하다. 

Fig. 5는 각각의 연구에서 제시된 응력감소계수를 동일 조건하에 도시

한 그림이다. Idriss[41]의 응력감소계수가 가장 보수적인 값을 나타내며, 

Cetin et al.[30]의 응력감소계수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Cetin 

et al.[30]를 제외한 나머지 응력감소계수는 기반암의 깊이가 깊은 미서부

를 대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반암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은 국

내에는 앞서 소개된 응력감소계수가 다소 보수적인 값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응력감소계수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지반 조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3.2 규모보정계수(Magnitude scaling factor, MSF)

Seed et al.[45]은 불규칙한 지진하중을 반복전단횟수와 등가전단응력

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Seed et al.[45]를 바탕으로 제안된 

MSF는 규모에 따른 지진 지속시간효과(Duration effect)를 간편법에 고려

하기 위한 계수이다. 




  




(8)

여기서, 
  은   7.5에서의 CSR이다.

MSF는 실내실험과 현장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Table 4). 

Youd et al.[2]은 기존 실내실험 결과들을 정리하여 5%의 변형률과 과잉간

극수압비( )가 1이 되는 반복 전단 횟수를 기준으로 MSF를 제시하였다. 

이때, 계산된 MSF가 1.8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1.8을 적용한다. Cetin et 

al.[30, 33]은 액상화 발생/미발생 지역의 SPT 자료를 기반으로 회귀분석

을 통해 MSF를 제안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Moss et al.[34]과 Kayen et 

al.[3]는 각각 CPT, 를 기반으로 한 MSF를 제시하였다. 한편, Boulanger 

and Idriss[32]는 상대밀도와 세립분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반복전단횟수

의 비를 고려하여 MSF를 수정하였다. 

Youd et al.[2], Cetin et al.[30]이 제시한 MSF는 현장지반의 정보 없이 

손쉽게 사용될 수 있으나, 지반 물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Cetin et 

al.[30, 33]에서 제시한 MSF는 가 주로 6.9부터 7.4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해당 범위의 지진에서는 정확한 MSF 값이 제시될 수 

있으나,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에 대해서는 MSF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 Boulanger and Idriss[32]에서 제시한 MSF는 상세한 흙의 물성치를 

입력하여 정확한 MSF를 산정할 수 있으나, 현장지반 물성과 해당 지반의 

세립분 함량 값이 필수적이다. 즉, 충분한 현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

요 시설물의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Boulanger and Idriss[32]의 

MSF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주어진 정보가 부족한 경우 Youd et 

al.[2]의 MSF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한편, 낮은 규모에 적합한 

MSF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MSF의 국내 적용을 위해 중약진

에 적합한 MSF 산정이 필요하다.

3.3 수직응력보정계수(Overburden correction factor)

는 CSR과 CRR을 같은 수직응력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이는 구속압이 지반의 팽창(Dilation)이나 수축(Contraction)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다. 

Table 4. Various equations for magnitude scaling factor

MSF Remark

Youd et al. [2] 


Lab test based

Cetin et al. [30], Moss et al. [34] ∙

 
SPT, CPT based

Kayen et al. [3] 
    based

Boulanger and Idriss [32]

    max  
 ,

max    
  



≤ 

max    
  



≤ 

Fine contents,

Relative density 

consideration

Cetin et al. [33] 



      ≤ ≤ SPT based

  : Standard penetration test N-value for equivalent clean-sand,  : Cone penetration test q-value for equivalent clean-sand

Fig. 5. Comparison of stress reduction coefficient curv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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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기서,  ′ 
은 대기압 조건에서의 CRR이다. 

Hynes and Olsen[46]은 순모래(Clean sand)를 이용한 실내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 , 대기압(), 상대밀도에 따른 를 정리하였다. 이후, 

Boulanger[47]는 SPT-N, CPT- 값을 에 반영하기 위한 수직응력정

규화계수( )를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를 개선하였다(Table 5). 

일반적으로 액상화 간편법은 깊이가 20 m보다 얕은 지반에서 수행되

며, 자유장에서 에 따른 CRR 변화는 10% 이내이다. 한편, 건축물이나 

대규모 토목 구조물 등 지반에 가해지는 상재 하중이 큰 경우 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내실험에서는 구조물이 가하는 상재 하중을 재현

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수직응력이 보정된 SPT와 CPT 관입 치는 아래와 같다. 

 

 





(10)

  

 (11)

여기서, 

은 관입 저항치를 위한 수직응력 보정계수, 는 에너지 보정

된 표준 관입치이다. 

4. 진동전단저항비(CRR)에 대한 고찰

지반의 액상화 저항력은 반복전단횟수, 상대밀도, 구속압, 퇴적, 구조, 

선행 응력-변형률 이력, 노화(Aging), 고결화(Cementation) 등 다양한 변

수에 영향을 받는다. CRR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현장 시료의 CRR을 결

정하기 위해 실내실험(반복단순전단시험, 반복삼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내실험 시 일정 수준의 변형률(3~10%)에서 가 1이 되는 반복전단횟

수를 통해 CRR을 결정하였다[2, 31]. 그러나, 같은 상대밀도의 현장 시료

도 재성형 방법에 따라 최대 2배에 가까운 CRR 차이를 나타내며, 동결 시

료를 이용한 실내실험만이 오차를 줄이고 현장 물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여

겨진다[48-51]. 한편, 동결 시료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보

편적인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실내실험의 대안으로 현장실험을 이용한 

CRR 평가가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간편법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에는 CPT, SPT, 전단파 속도

( )결과가 이용된다. SPT의 경우 관입 제약 조건이 적으며, 시료 회수를 

통해 깊이별 지반주상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액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얇은 지반층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간극수압의 형성과 재분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CPT의 경우 얇은 층과 간극수압 분석이 가능하

며, 사질토의 수축/팽창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갈, 조밀

한 지반 및 점토 등 지반 종류에 따라 실험 중 지반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편, 전단파 속도( )의 경우 자갈층의 물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비파괴 검사 특성상 직접적인 강도 물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

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간편법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 시 하나

의 현장실험 결과만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

법을 교차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4.1 등가 순모래 보정(Clean sand correction)

액상화는 상대밀도와 세립분 함량이 낮은 사질토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

라서 현장지반의 액상화 평가를 위해선 대상 부지의 상대밀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현장지반의 상대밀도는 직접적인 산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Fig. 6

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현장 실험결과()와 상대밀도의 상관관계로 현장

지반의 상대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을 개발하였다[31, 52, 53]. Fig. 

7은 상대밀도와 CRR의 관계를 보여준다[32, 52]. 상대밀도가 증가함에 따

라 CRR도 증가하며, 60~75%의 상대밀도를 기점으로 CRR 변화는 더욱 

커진다. 한편, 실트질 지반의 경우 세립분 함량에 따라 현장 실험결과

(SPT-N, )가 달라지므로, 위 관계는 주로 사질토에 적용된다. 실트질 지

반이 현장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입자 크기, 지반 구조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관입 저항치(SPT-N, )는 입자의 크기와 비례하며, 세립분은 관입 저항

치(SPT-N, )를 감소시킨다. 

- 세립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지반 구조는 사질토 구조(Sand-control matrix)에

서 세립분 구조(Fine-control matrix)로 변하며 이는 지반의 상대밀도를 

변화시켜 액상화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세립분에 의한 의 감소는 정확한 상대밀도 추정을 어렵게 만들며, 

Table 5. Various equations for overburden correction factor

Equations Remark

Hynes and Olsen [46]   


′
   

  40 ~ 60 %, f  0.7~0.8 

  40 ~ 60 %, f  0.6~0.7 

Boulanger [47]

  ln


′
≤

 
 




≤

 


 


≤

   ≤ 3

  ≤ 2117

 : Atmospheric pressure,  : Exponential function of site condition,  : Normalized overburde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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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장지반의 부정확한 CRR 산정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초기 

액상화 연구에서는 세립분 함량에 따른 CRR을 세가지 추세선(5, 15, 35%)

으로 도시하였다[2]. 한편, Youd et al.[2], Cetin et al.[30, 33], Moss[34], 

Idriss and Boulanger[54, 55], Boulanger and Idriss[32]는 세립분 함량

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순모래 보정(Clean sand correction)을 

도입하였으며, 액상화 발생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세립분과 의 관계를 

정량화하였다. 

실트질 모래를 순모래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세립분 함량에 대한 추정이 

필수적이다. SPT의 경우 현장시료를 회수하여 직접적으로 세립분 함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 비파괴 시험 특성에 따라 세립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료 회수가 불가능한 CPT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세립

분 함량(Fine Contents, FC)을 추정할 수 있다[32, 55, 56]. 

  

 , 0% ≤FC≤100% (12)

  log
 log  (13)

 
 ′

 


(14)

 
 × (15)

여기서, 


는 단일보정계수, 는 정규화된 관입 비, 는 정규화된 마찰 

비, 는 마찰 저항치이다. 식 (12)-(15)를 통해 세립분 함량을 고려한 

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신뢰성이 높지 않아 위 방법의 단독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13, 16]. 

한편, 등가 순모래 보정은 순모래 보정계수(  ,  )을 통해 이

루어지며, 이는 세립분을 변수로 둔 경험식에 근거한다. 

∆   



 exp 






 (16)

  ∆ (17)

∆  exp






 (18)

     ∆  (19)

여기서, 
는 세립분 보정된 콘 선단 저항치,  는 세립분 보정된 

표준 관입치이다. 

Fig. 8에 세립분 함량에 따른 값과 CRR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Fig. 

8을 이용한 순모래 보정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5%의 세립분 함량을 

지닌  의 경우 식 (16)을 통해 ∆ 을 산정한 후, 식 (17)을 

이용하여  인 등가 순모래로 치환할 수 있다. SPT의 경우 식 

(18), (19)를 이용하여 등가 순모래 보정이 가능하다.

4.2 SPT 기반 액상화 평가

SPT 기반 액상화 평가는 Seed et al.[57], Youd et al.[2], Cetin et al. 

[30, 33], Idriss and Boulanger[31], Boulanger and Idriss[32]를 통해 연

구되었다(Table 6). Youd et al.[2]은 액상화 발생 사례를 통해 CRR 곡선

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트질 모래의 세립분 함량에 따른 순모래 보정식을 

제안하였다. Cetin et al.[30, 33]은 액상화 평가를 확률론적과 결정론적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Cetin et al.[30, 33]은 액상화 평가를 위해 규모, 세립

분 함량, 수직 응력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결정론적 방식을 통한 CRR 

Fig. 8. Fine contents correction for determining CRR with  values
Fig. 6. Relation between  and relative density of soil

Fig. 7. Relation between relative density of soil and C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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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는 15%의 확률 곡선을 추천하였다. Idriss and Boulanger[31]과 

Boulanger and Idriss[32]은 기존에 제시된 보정계수들과 등가 순모래의 

관계식을 재정리하였다. 또한, 2010, 2011년 뉴질랜드 Canterbury에서 발

생한 지진[58, 59]과 2011년 일본 Tohoku 지진[60, 61]을 바탕으로 CRR

에 관한 경험식을 개선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에 따른 CRR 곡선을 Fig. 9에 도시하였

다. Youd et al.[2] 이후 개선된 Cetin et al.[30]은 더 많은 액상화 자료를 활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CRR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Cetin et al.[30]의 응력감소계수는 같은 조건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Youd et al.[2], Boulanger and Idriss 

[32]의 CRR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액상화 발생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편, Boulanger and Idriss[32]는 많은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된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CRR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Boulanger and 

Idriss[32]는 동일한  값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CRR을 나타낸

다. New Zealand guideline[16]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Boulanger and Idriss[32]의 CRR 곡선을 따른다.

4.3 CPT 기반 액상화 평가

CPT기반 액상화 평가는 Seed et al.[57], Robertson and Wride[35], 

Douglas et al.[62], Shibata and Teparaksa [63], Stark et al.[64], Suzuki 

et al.[65],Moss et al.[34], Boulanger and Idriss[32]를 통해 연구되었다. 

이중 Robertson and Wride[35], Moss et al.[34], Boulanger and Idriss 

[32]의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Table 6). Robertsion and Wride[35]

은 Seed et al.[57]이 제시한 SPT-CRR 관계를 기반으로 SPT-N치를 등가

의 CPT-값으로 치환하였으며, Youd et al.[2]은 해당 결과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Moss et al.[34]은 Cetin et al.[30] 결과에 약 200개의 CPT 자

료를 추가하여 CPT 기반의 액상화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한 CRR 산정에는 15%의 확률 곡선을 추천하였다. 

Boulanger and Idriss[32]는 액상화 평가에 필요한 보정계수들과 등가 순

모래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시료 채취없이 지반의 입도분포와 세립분 

함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CRR 산정에 적용하는 절차를 수립하

였다.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에 따른 CRR 곡선을 Fig. 10에 도시하였다. 

가 증가할수록 CRR 값이 커지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Boulanger and Idriss[32]는 많은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된 보정계수

를 사용하여 CRR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Boulanger and Idriss[32]

Table 6. Various equations for CRR using CPT

Reference Equation Remark

Robertsion and Wride [35]
If,       

If, ≤  ≤   
  

Using  

Moss et al. [34]

exp









  ∙∙
∙ln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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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ln 
∙ ln′ 






Probabilistic approach,

Considering MSF,  , FC 

Boulanger and Idriss [32]


    ’ 

exp

















 





 



  











Considering MSF,  , FC 

  : Normalized cone penetration test q-value,   : Equivalent clean-sand cone penetration test q-value,   : friction ratio,  : The standard 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 Inverse of the standard 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function,  : Standard deviation of the model uncertainty of stress 

reduction factor

Fig. 9. Empirical curves for CRR with SPT-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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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값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CRR을 나타낸다. New 

Zealand guideline[16]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Boulanger and 

Idriss[32]의 CRR 곡선을 따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액상화 간편법의 전반적인 평가 과정과 해외의 액상화 설

계기준을 요약하였다. 또한, 액상화 간편법에 이용되는 보정계수의 시대별 

변화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액상화 평가 과정은 취약(Susceptibility), 유발(Triggering) 그리고 결

과(Consequence)로 분류된다. 액상화 평가 시 모든 영향인자를 고려하

기 어렵다. 따라서 응력, 변형률, 에너지 기반의 액상화 평가를 수행해왔

으며, 이중 응력 기반의 액상화 평가법인 간편법은 편의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액상화 간편법의 핵심은 깊이별 안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진동전

단응력비(CSR)와 진동전단저항비(CRR)의 비로 결정된다. CSR의 경

우 보정계수를 통해 지반 물성과 지진 특성을 반영하도록 발전하였으나 

국내 기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3) 지진위험도, 관측소 기록, GMPE 및 지반응답해석 등을 통해 CSR 평가

를 위한 최대지반가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한편, CSR은 고정된 조건에

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보정계수를 통해 같은 수준의 규모와 수직응력으

로 보정해야 한다. 이는 각각 규모보정계수(MSF), 연직응력 보정계수

( )로 표현된다.

4) CRR결정을 위해 등가 순모래(Clean sand)보정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과 같은 요인 때문이다. 

- 세립분 증가에 따라 현상실험의 관입 치는 감소한다. 

- 세립분 증가에 따라 상대밀도는 변화하며 이는 CRR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 

한편, CRR 결정 방식은 지속해서 발전됐으며, 최근에는 Boulanger and 

Idriss[32]의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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