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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액상화 발생을 모사하기 위한 조합 정현하중에 

대한 실험적 고찰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ombined Sinusoidal Loads to Simulate 
Soil Liquefaction Triggering under Real Earthquake Loads

최재순*·백우현**

Jae Soon Choi* and Woo Hyun Baek**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하중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의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표준 진동하중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실내진동시험에서 사

용해 오던 정현하중이 실제 지진 하에서의 발생하는 액상화 거동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해 재고

찰하였다. 또한,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의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형 정현하중을

제안하고 이를 실내진동시험 및 진동대시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진동대시험은 주문진 표준사를 이용하여 상대밀도

40%로 재성형하였으며 정현하중 및 조합형 정현하중 시험에서는 1 Hz의 진동재하주기로 통일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정현

하중시험에서는 0.3g로 최대하중을 재하하였으며 조합형 정현하중실험에서는 최대하중 0.03 g의 1차 정현하중과 0.3 g의 2차 정현

하중을 재하하였다. 또한, 1차 정현하중의 재하시간은 5 초, 10 초 및 15 초로 변화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정현

하중시험과 1차 정현하중을 5초간 재하한 조합형 정현하중시험에서는 과잉간극수압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1차 정현하중을 10초와 15초로 재하한 경우에는 2차 정현하중이 재하되는 시점에서 과잉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유발되는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

과, 상대밀도가 40%인 모래지반에 대해서는 제안된 조합형 정현하중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1차 정현하중의

재하시간은 10초를 초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실내진동시험, 액상화 유발 메카니즘, 진동대시험, 조합형 정현하중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comparison on the fact that the sinusoidal load, which has been used so far in

the laboratory cyclic test,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liquefaction triggering study,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henomenon that causes the soil liquefaction during the earthquake loading.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a new type

of combined sinusoidal load and compares it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load the conventional sine wave. In the compar-

ison, the shaking table tests were carried out and the sample in the tests was remolded with the relative density of 40%,

which is a condition where liquefaction is easy to occur. Firstly, the conventional cyclic test was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

that with the amplitude of sine wave was 0.3 g. Additionally, 3 types of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combination loads

made up with 0.03 g sinusoidal load and 0.3g sinusoidal load. At that time, the loading time for the first sinusoidal load

were changed with 5 seconds, 10 seconds, and 15 seconds. As a result, the test with the conventional sine wave and the test with

the first sinusoidal loading for 5 seconds showed that the change of the pore water pressure gradually increased. But in the tests

with the combined sinusoidal load which changed the first sinusoidal loading time with 10 and 15 seconds, it was found that the

pore water pressure suddenly rose at a certain instant and liquefaction occurs. From the experimental comparison, it is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hat the time of the first sine wave is over 10 seconds at the proposed combined load for the soil condition with

relative density 40%. 

KEYWORDS Conventional cyclic test, Liquefaction triggering, Shaking-table test, Combined sinusoid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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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 11월 13일 지진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때, 지진규모 6이상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액상화 현

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포항지진발생시 액상화 발생은 주로

상재하중이 없는 논이나 마당, 주차장 등으로 시설물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온다면 시설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상화는 지

진하중과 같은 급작한 진동하중이 포화 사질토지반이나 매

립지반에 작용하여 지반 내 비배수의 간극수압을 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토립자의 저항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다. 

1964년 일본의 Niigata 지진 발생시 그 현상이 처음으로

공학적으로 증명된 이후, 1994년 미국의 Northridge 지진,

1995년 일본의 Hyogoken-Nanbu지진, 그리고 21세기 들어

서는 2011년 뉴질랜드 남섬에서 발생한 Christchurch 지진

에서 큰 액상화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강진국가들은 액상화가 발생이 실제적인 관계로 이에 대한

피해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인 조사연구가 가능하여 이와 함께

실내진동실험, 현장지반조사, 그리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액상화 심각지수(liquefaction severity number)와 같은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Tonkin & Taylor, 2015) (NGS, 2016).

이에 반해, 중진지역으로 구별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내진설계기준연구 II(EESK, 1997)를 통해 성능기반

내진설계기준이 새롭게 제정된 이후, 1999년 항만및어항시

설 내진설계표준서(EESK, 1999)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에 적합한 액상화 평가법이 소개되었다. 이 기준은 미국 및

일본의 내진설계시방을 토대로 국내 중진지역의 지진특성

을 반영하여 지진규모에 대한 고려와 액상화 평가시 지반

내 지진거동의 변화를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진응답

해석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 평가법은 간편예측과 상

세예측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간편예측은 미국의 Seed와

Idriss(1971)가 제안한 내용에 지진규모 보정계수(magnitude

scaling factor)(Youd and Noble, 1997)를 적용하였으며 이때,

국내 지진특성을 반영하여 지진규모 6.5를 기준으로 지진

규모 보정계수가 제안되었다. 또한, 상세예측은 실내진동

실험을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 실험실의 장비구축현황을 고

려하여 정현하중을 이용한 진동삼축시험을 중심으로 상세

예측을 하도록 제안된 바 있다(Kim et al., 2000).

실내진동시험에는 진동삼축시험, 진동전단시험, 비틂전

단시험, 링전단시험 등이 있으며 실내 지진모의시험에는

진동대시험과 원심모형시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실험에는 지금까지 정현하중 또는 실지진하중이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액상화 평가나 수치해석시의 입력지반물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현하중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서 지진하중의 모사를 대신하는

정현하중이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액상화 거동을 잘 반영하

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2018년 NCEE에

서도 새로운 형태의 진동하중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Kwan and Huaz, 2018).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접근을 통해 액상화 연구를 수행

하는 경우,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조합-정현하중을 제안하고 이를 지진과 같이 수평력의

재하가 가능한 진동대시험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진동하중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

액상화 연구는 지반동역학적 연구로 이에 관한 국제학술

대회로는 Performance Based Desig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PBD 학회가 있으며 2017년 여름 캐나다 밴쿠버(PBD III, 2017)

에서 거행된 바 있다. 이때, 발표된 내용 중 액상화와 관계

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발표논문 중에서 20%에 해

당하는 논문이 실내 및 현장실험에 관한 것으로 국제적으

로도 지반진동분야에서 실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진동대시험(shaking table test) 또는

원심모형시험(centrifuge test)에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지진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지진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진기록을 입력하중으로 사용하여 실험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진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지진하중을 이용

하는 실험의 수행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액상화 상세예

측법의 수행과정에서 정현하중을 이용한 진동삼축시험을

수행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발

표된 연구성과(Choi et al., 2007)에 의하면 정현하중으로 산

정한 유효응력개념의 수치해석의 입력파라미터와 실지진

하중을 이용하여 산정한 입력파라미터가 큰 차이를 나타낸

다는 연구결과를 Fig. 1의 4가지 형태의 진동하중(유효구속

압 100 kPa, 상대밀도 60%)실험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각각의 실내진동실험 결과에서 과잉간극수압 변화거동을

Table 1. Summary of PBD III papers’ related to liquefaction Total number of Presentation paper

Total Lab. Test (CTC, CSS, CTS) Site Investigation Shaking Table Centrifuge

238 6 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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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 (c)와 (f)는 실지진하중과 과잉간극수압을 같이

나타낸 것이며 나머지는 Fig. 1의 하중형태에 따라 나타난

실험결과인 과잉간극수압을 나타낸 것이다. Fig.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정현하중의 경우는 액상화로의 유발되는 과

잉간극수압의 변화가 Incremental 하중 및 Earthquake 하중

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Incremental 하중 및

Earthquake 하중 재하실험의 결과를 보면, 초기 진동시에는

큰 과잉간극수압의 변화가 없다가 과잉간극수압의 급작한

증가와 함께 액상화로 전환되는 거동을 보였으며 진동주기

에 따라 그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실지진하중을 대신하는 정현하

중은 결과적으로는 액상화를 유발하나 시간에 따른 지반

내의 과잉간극수압의 변화는 실지진하중 실험결과와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Incremental 하중은

실지진하중을 잘 모사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실지진하중을 모사한 조합형 정현하중의 개발

최근 국내 내진설계에 이용된 지진기록을 살펴보면, Fig. 3

과 같다. 이 중에서 일본 지진의 경우, 일본 항만설계에 이

용되는 대표적인 지진기록이며 최근 우리 나라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이

지진을 이용한 내진설계의 검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3의 지진기록은 재현주기 1000년 기준인 0.154 g를

기준으로 Spectral Matching을 수행한 결과로 2017년 행정

안전부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주제로 지진 및 화

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법안을 발

표한 바 있는데 이 내용 중 붙임 2의 자료를 보면, Fig. 4의

암반지반에서의 표준응답스펙트럼에 실지진기록을 사용

할 경우에는 Spectral Matching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서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 시간이력 작성시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

록을 선정하도록 제시한 점에 있어서는 경주지진과 포항지

진의 이용이 무리가 있음이 예상되었으나 두 지진이 각각

우리 나라 계기계측사상 최대지진이라는 점과 액상화 피해

가 발생한 지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Spectral Matching 수

행후의 입력지진을 비교하였다. 

Spectral Matching 수행 전의 실지진기록에 대한 특성을

Fig. 1. Type of dynamic loadings (Choi et al., 2007) 

Fig. 2. Comparison on Dynamic loading test results (Cho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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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Ofunato 지진과 경주지진은 단주기 특성이 강하고 이

에 반해 Hachinohe 지진과 포항지진은 장주기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의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최대

가속도가 작용되는 시점은 모두가 5~7초대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최대 가속도 작용시점 이전의 진동

재하횟수(0을 지나는 횟수)는 일본 지진은 약 10회, 포항은

20여회, 경주는 30여회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2의 Incremental 하중 및 Earthquake 하중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Taumaranui 지진을 제외하고는 액상화는 최대

하중 작용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하중은

과잉간극수압의 큰 변화보다는 급격하게 액상화로 상태전

환을 한 점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합형 정현하중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Fig. 5에서 1차 정현하중과 2차 정현하중으로 구분되며 1

차의 정현하중은 2차 정현하중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산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정현하중의 재하횟수 또는

재하시간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위에서 분석한 지진특성을

감안하여 1차 정현하중의 재하시간을 5초, 10초, 15초로 구

분하여 실험하였으며 이를 정현하중 재하시와 비교하였다. 

4. 조합형 정현하중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내

진동시험 (1)

이 연구에서는 진동삼축시험을 통해 Fig. 5의 조합형 정

현하중과 기존의 정현하중의 영향을 비교하였으며 이때,

시료의 조건은 주문진 표준사 상대밀도 40%, 유효구속압

100 kPa로 통일하였으며 진동재하주기는 1 Hz이다. 여기서,

1 Hz는 가장 보편적으로 지진을 잘 표현하는 진동삼축시험

시의 재하주기로 추천된 값(Kramer, 1996)이다. 

Fig. 6을 보면, Fig. 2와 같이 기존의 정현하중시험은 큰 간

극수압의 변화없이 점진적으로 간극수압이 발생한 반면,

제안된 조합형 정현하중은 1차 정현하중 작용 후 2차 정현

Fig. 3. Representative earthquake records in recent seismic design of Korea

Fig. 4. New standard for response spectrum on the rock in

Korea (MOIS, 2017)

Fig. 5. New combined sinusoidal load for real earthquak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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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작용시 매우 큰 간극수압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조합형 정현하중이 Fig. 2의 Incremental 하중 및 Earthquake

하중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과잉간극수압과 유사한 거동양

상을 나타냄으로써 실지진하중을 대신하는 표준 동하중으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조합형 정현하중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내

진동시험 (2)

이 연구에서는 3장의 국내 사용지진기록의 특징인 최대

하중 이전의 재하시간인 5~7초인 점을 고려하여 Fig. 5의 조

합형 하중에서의 1차 정현하중 재하시간(횟수)를 변화하며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대 시험에서 사용된 토조는

가로 700 mm, 세로 600 mm이고 이때 주문진 표준사로 재

성형된 시료의 높이는 간극수압계, 토압계, 가속도계 등이

시료의 중앙에 설치될 수 있는 수준인 200 mm로 하고 시료의

상부에는 철판을 이용하여 상재하중을 재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Table 2의 조건으로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

내면 Fig. 7과 같다. 이때, 포화는 상대밀도에 따른 간극의

부피를 계산하여 포화도 100%에 해당하는 물을 건조된 주

문진표준사와 혼합하여 시료를 재성형하였다. 또한, 조합

하중에서 초기 정현하중의 크기를 0.03 g로 정한 것은 사전의

실험을 통해 과잉간극수압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의 하중을

Fig. 6. Results of cyclic triaxial test

Table 2. Shaking table test condition

 Test condition Case of test according to loading types

Soil Dr=40% Conventional Sinusoidal 0.3 g 45 second

Effective Confine PR. 100 kPa Combination (0.03 g 5 second + 0.3 g 40 second)

Loading Frequency 1 Hz Combination (0.03 g 10 second + 0.3 g 35 second)

Sample 700 mm×600 mm Combination (0.03 g 15 second + 0.3 g 30 second)

Fig. 7. Procedure of shaking ta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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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선행실험결과에 의존한 것으로 0.3 g의 10%에 해당되는

값이다. 

Fig. 7과 같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회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진동대에 재하된 진동하중과 과잉간극수압의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8을 보면, 정현하중과 1차 정현하중을 5초 2차 정현

하중을 40초 재하한 시험결과는 Fig. 6과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 반면, 1차 정현하중을 10초 2차 정

현하중을 35초 재하한 시험과 1차 정현하중을 10초 2차 정

현하중을 35초 재하한 시험의 결과를 보면, Fig. 6의 조합형

정현하중의 결과와 같이 1차 정현하중이 끝나고 2차 정현

하중이 재하되는 시점에서 과잉간극수압의 증가량에는 다

소 차이가 있으나 급작하게 과잉간극수압이 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대밀도 40%의 주문진 표준사에 대

한 표준 동하중은 1차 정현하중을 10초로 하는 조합형 정현

하중을 사용하여 실제 지진 하에서의 액상화 거동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지진자료의 부족을 감안하여 실지진

하중을 이용한 실내진동시험에서 실지진하중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합형 정현하중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진동삼축시험과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앞서

기 발표된 실지진하중과 증가형 하중, 그리고 정현하중과

쐐기파하중에 대한 연구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국내에

서 이용빈도가 높은 지진기록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이때, 실지진기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최근 제안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표준응답 스펙트럼을 적용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와 실지진기록에 대한 분석결과, 정현하중은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의 변화를 신뢰

성높게 모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합형 정현하중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현하중을

포함하여 진동삼축시험을 수행한 결과, 조합형 정현하중은

실지진하중 하에서의 과잉간극수압의 변화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냄으로써 실지진하중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조합형 정현하중의 1차 정현하중의 적정 재하시간을 결

정하기 위해 1차 정현하중을 5초, 10초, 15초로 변화하며 진

동대시험을 수행한 결과, 정현하중과 차별되는 과잉간극수

압의 증가를 나타내는 시험은 1차 정현하중을 10초 또는 15

초로 재하한 경우로 이로부터 상대밀도 40%의 주문진 표준

사에 대해 조합형 정현하중 재하하는 경우, 1차 정현하중을

10초 이상 재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러한 표준 동하중의 개발연구는

국내 지반진동의 자료축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추후 내진해석을 위한 유효응력해석기법의 고도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Development of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technologies for advancement

in design codes for port structures',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Fig. 8. Results of shaking ta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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