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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으로 인해 130여건이 

넘는 문화재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석조문화재의 경우 일부 

부재의 미끄러짐, 회전, 이탈,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목조문화재

의 경우 벽체파손, 기와탈락, 골조부재 변형 및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

다. 이 중 조적식 석조문화재의 경우 지진에 취약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석조문화재 중에서도 석탑문화재에 피해가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석탑문화재의 경우 부재와 부재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거동하기 때

문에 횡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

러한 석탑문화재의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지진거

동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진에 대한 예방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그러나 석탑문화재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내진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구조해석을 통한 거동분석의 경우 석탑문화

재의 불연속면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진실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동적거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적식 구조물 및 석탑문화재와 관련된 국내 동적 실험 연구의 경우 Kim 

et al.[1, 2], Noh et al.[3] 등에 의해서 석탑구조물 및 조적식 구조물의 지진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P. Gavrilovic et al.[4, 

5], L. Krestevska et al.[6], T. Hanazato et al.[7] 등의 연구에서 조적조 건

물에 대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고, 동적거동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와 같이 주로 일반적인 조적식 벽돌조 건축물을 중심으로 실험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며, 진동대 실험을 통한 석탑문화재의 실제적인 동적거동 분석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

아 해체복원된 천룡사지 삼층석탑을 대상으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석탑문화재의 동적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주지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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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e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caused damages to many cultural properties; particularly, stone pagoda structures were 

significantly damaged among masonry cultural properties. To preserve these structu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ir dynamic 

behavior characteristics under earthquakes. Analyses on such areas as deformation, frequency, maximum acceleration, permanent 

displacement, sliding, and rocking have to be performed. Although many analytical studies have already been conducted, dynamic behavior 

studies based on experimen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dynamic behavior characteristics by performing a shaking 

table experiment on a three-story stone pagoda structure at the Cheollongsa temple site damaged by the Gyeongju earthquak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displacements of stylobates did not occur significantly, but the tower body parts rotated. In particular, the rotation of 

the 1F main body stone wa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the other chief body stones because the 1F main body stone is relatively more 

slender than the other parts. In addition, the decorative top was identified as the component most vulnerable to slid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1F main body stone is vulnerable to rocking, and the parts located on the upper part are more vulnerable to 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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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진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최대가속도, 변위, 미끄러짐, 전도모멘트

에 의한 Rocking 현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석탑문화재의 동적거동특성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진에 대한 석탑구조물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천룡사지 삼층석탑의 지진피해

2.1 현황 및 개요

천룡사지 삼층석탑은 기단너비 2.43 m, 높이 7.24 m(노반까지의 높이 

4.8 m)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비례에 의한 균형 잡힌 단층기단으로 신라 

정형석탑의 대표적인 탑이다. (Fig. 1) 천룡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Table 1

과 같이 기단부(Stylobate)는 지대석(Foundation), 면석(Myeonseok), 갑

석(Gapseok)을 포함한 17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신부는 각 층 탑신석

(Main body stone)과 옥개석(Roof stone)이 각각 1매씩 총 6매로 구성되

어 있고, 상륜부(Decorative top)는 총 16매로 구성되어 총 39매석으로 구

성되어 있는 석탑이다[8].

2.2 지진피해 현황

천룡사지 삼층석탑은 2016년에 발생한 경주지진에 의해 3층 탑신석 

및 옥개석이 서측방향으로 약 9 cm, 남측방향으로 약 2.5 cm 이동함과 동

시에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상부부재의 미끄

러짐 및 회전으로 인해 2층 옥개석에 이격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Fig. 2)

이로 인해 2016년에 탑신부에 대한 해체복원이 수행되었으며, 해체복

원 시 탑신석 및 옥개석의 중심축 맞춤을 수행하고, 3층 탑신석 북서측면의 

파손부분에 대한 에폭시 보수 및 신재로 상륜부를 재설치하는 등의 보수가 

수행되었다.

Table 1. Summary of three-story stone pagoda at Cheollongsa 

temple site

Designation 

number 
Treasure 1188

Designation 

day
1993.12.29.

Member 

composition

Classification Name
Quantity

(Sheets)

stylobate

Foundation stone 5

Myeonseok 8

Gap seok 4

Tower 

body

First floor
Tower body stone 1

Roof stone 1

Second 

floor

Tower body stone 1

Roof stone 1

Third floor
Tower body stone 1

Roof stone 1

Decorative top 16

Total 39

(a) Sliding and rotation

(b) Separation, crack and break out

Fig. 2. Earthquake damage of three-story stone pagoda at Cheol-

longsa temple site

(a) East (b) West (c) South (d) North

Fig. 1. Elevation of three-story stone pagoda at Cheollongsa temp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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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거동 실험

3.1 축소모델 제작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2.0×2.0 m이고 상재하중 5 ton 용량인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구조실험실의 2축 진동대를 사용하였다. 또한 석재는 주로 

마찰거동을 하므로 절리면의 거칠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축소모델을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험

체는 천룡사지 삼층석탑이 위치한 경주 남산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경주 남산석의 재료특성은 Table 2와 같다[9]. 이 때 표면 거칠기는 

해체복원 시 확인된 도드락 다듬 25눈을 적용하였다.

1/2 축소모델은 무게가 3.5 ton으로 적용가능하지만 부재가 크고 실험

장비 위에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제외하였으며, 1/4모델은 부재크

기가 너무 작아 표면 거칠기 가공이 어렵고, 부재가 얇아 실험시 축소모델의 

파손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3축소모델을 통한 진동대 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실측도면과 현황조사를 통해 천룡사지 삼층석탑의 표면 거칠

기, 부재형상을 반영하였으며, 천룡사지 삼층석탑에 사용된 석재와 재료성

질이 유사한 석재를 이용하여 각 부재를 제작하였다. 축소모델 제작시 상사

법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으로, Table 3 및 Table 4와 같이 진동대 실험을 

위한 상사법칙을 적용하였다[10].

상사법칙에 따라 1/3 축소모델은 Fig. 3과 같이 개별부재 가공, 거칠기 

가공, 가조립 등을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3.2 실험방안

진동대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1/3 Scale에 맞게 실험체를 제작한다.

② 실험장비 위에 부재별 수평 및 중심축 맞춤을 수행하면서 조립하고, 

진동대와 실험체가 일체화 되도록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③ 데이터 측정을 위해 가속도계, 변위계 등을 각 위치별에 맞게 설치하

고, 계측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④ 경주지진, 포항지진, Bingol 지진 순서로 가진하며, 낮은 재현주기부

터 순차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⑤ 매 실험 종료 후 측정된 변위 및 가속도를 검토하고, 육안조사를 통해 

변형이 발생한 부분을 기록한다.

여기서, 가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을 입력하고, 이

와 더불어 국내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11]과 유사한 설계응답스

Table 2. Material property

Classification Value

Density (kg/m3) 2,500

Poisson’s ratio 0.26

Elastic modulus (GPa) 6.21

Compressive strength (MPa) 52.63

Tensile strength (MPa) 3.70

Adhesion (MPa) 6.87

Friction angle (°) 52.93

Bulk modulus (GPa) 4.30

Shear modulus (GPa) 2.47

Table 3. Similarity law

Classification Dimension Exact Scaling

Model

Length  

Width  

Height  

Volume V 


Weight  


Loading

Force  





Acceleration 
  1.0

Time  


Geometry

Linear dimension  

Displacement  

Frequency 
  

 

※ L: length, H: height, V: volume, W: weight, F: force, T: time, 



 : elastic modulus similar ratio,  : length similar ratio

Table 4. Model size according to scale

Classificati

on

Actual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Length (m) 2.4 1.2 0.8 0.6

Width (m) 2.4 1.2 0.8 0.6

Height (m) 4.8 2.4 1.6 1.2

Volume (m3) 12 1.5 0.4 0.2

Weight (kN) 274.4 34.3 9.8 4.3

(a) making member (b) roughness processing

(c) assembly (d) completion

Fig. 3. Process of specime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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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을 가지는 Bingol 지진을 입력하며 재현주기 500년부터 4800년까

지 다양한 지진수준에 대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며, 가진순서는 Table 5

와 같다.

또한, 진동대 실험에 따른 석탑의 변위 및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부

재의 중심에 철편을 부착하고 Fig. 4와 같이 변위계 및 가속도계를 각각 12

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1축 가진

을 통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진방향과 평행하게 변위계와 가

속도계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3.3 입력지진파

본 연구의 진동대 실험에는 Table 6과 같이 2016년,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응답가속도를 갖는 Bingol 지진을 사용하였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국외지진(Bingol)에 대한 지진 시간이력을 도출하

며,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가속도 시간이력은 관측소 위치를 고려하여 국가

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12]에서 수집하였다. 국외지진은 PEER[13]

와 ESMD[14]에서 수집된 자연지진 자료 중에서 국내 내진설계기준에 의

Table 5. Excitation order and mark

No. Earthquake Mark

1 Gyeongju earthquake (return period 500 years) R1-G

2 Pohang earthquake (return period 500 years) R1-P

3 Bingol earthquake (return period 500 years) R1-B

4 Gyeongju earthquake (return period 1000 years) R2-G

5 Pohang earthquake (return period 1000 years) R2-P

6 Bingol earthquake (return period 1000 years) R2-B

7 Gyeongju earthquake (return period 2400 years) R3-G

8 Pohang earthquake (return period 2400 years) R3-P

9 Bingol earthquake (return period 2400 years) R3-B

10 Gyeongju earthquake (return period 4800 years) R4-G

11 Pohang earthquake (return period 4800 years) R4-P

12 Bingol earthquake (return period 4800 years) R4-B

Fig. 4. Installation location of data measure device

Table 6. Summary of input earthquakes

Earthquake 

Name
Year Country

Station 

Name

Information

Magnitude Duration (s)

Gyeongju 2016 Korea MKL 5.8 2.65

Pohang 2017 Korea PHA2 5.4 2.8

Bingol 2003 Turkey
Bingol-Bayin

dirlik Murlugu
6.3 6.78

Table 7. Input earthquakes

Return 

period
Earthquake

Peak Ground 

Acceleration (g)

Effective ground 

acceleration (g)

500 years

Gyeongju 0.205 0.220 

Pohang 0.174 0.209

Bingol 0.162 0.343

1000 years

Gyeongju 0.287 0.308

Pohang 0.244 0.292

Bingol 0.227 0.481

2400 years

Gyeongju 0.404 0.434

Pohang 0.343 0.412

Bingol 0.319 0.677

4800 years

Gyeongju 0.500 0.537

Pohang 0.425 0.510

Bingol 0.39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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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반조건 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가장 유사한 응답스펙트럼을 나타

내는 Bingol(Turkey, 2003)지진을 입력지진파로 선정하였다. 

MAT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지진파의 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

고, 원하는 주파수대역에서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

사하도록 스펙트럼 매칭(Spectrum Matching)을 수행하여 재현주기별 지

진파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스펙트럼 매칭은 국내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지반조건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하도록 진폭을 조정하였다. 

또한 1/3 축소모델 진동대 실험에서 사용되는 지진파는 상사성 법칙에 따

라 주기를  으로 축소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예상되는 고주파 

특성이 큰 지진동에 대한 석탑의 지진거동을 관찰하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계측된 지진 중 국내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지진을 조

사 및 적용하여 재현주기별로 증가시켜 가진함으로서 국내 설계하중과 유

사한 지진시 석탑의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력지진파는 Table 7과 

같이 12개의 지진파를 적용하며, Fig. 5는 대표적으로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입력지진파를 나타낸다.

4. 동적실험 결과분석

4.1 변형 분석

재현주기 500년의 경주지진, 포항지진, Bingol 지진(R1-G, R1-P, R1-B), 

그리고 재현주기 1000년의 경주지진(R2-G)의 경우 육안상 변형이 거의 발

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초기 재현주기에서는 실험체에 큰 변형이 발생하

지 않았지만, 한번 변형이 발생한 부분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가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실험종료 후 실험체에 발생한 변위를 검토한 결과, 갑석의 이격 및 탑

신부의 회전이 주요 변형으로 나타났다. 

좌측면 갑석의 경우 재현주기 2400년 포항지진(R3-P)부터 이격되기 시

작하여 최종적으로 재현주기 4800년 Bingol 지진(R4-B)에서 약 3 mm 정

도의 이격이 발생하였으며,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이격된 형태로 나타났다. 

(Fig. 6 (a), Fig.7 (a)) 배면 갑석의 경우 재현주기 1000년 포항지진(R2-P)

에서 이격되기 시작하여 재현주기 4800년 Bingol 지진(R4-B)에서 약 3

mm 정도의 이격이 발생하였다(Fig. 6 (b), Fig.7 (b)).

탑신부의 경우 1층 탑신석 및 옥개석, 2층 옥개석, 3층 옥개석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2층 및 3층 탑신석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형태를 보였

다. 1층 탑신석은 재현주기 1000년 Bingol 지진(R2-B)에서 반시계방향으

로 0.8° 정도로 회전하기 시작하였고 재현주기 4800년 Bingol 지진(R4-B)

에서 5.3° 정도로 크게 회전하였다.(Fig. 6 (c), Fig.7 (c)) 2층 및 3층 탑신석

의 경우 0.5~1° 정도의 작은 회전이 발생했으며, 노반의 경우 재현주기 500

년 Bingol 지진(R1-B)에서 우측방향(남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재현

R1-G R1-P R1-B R2-G R2-P R2-B R3-G R3-P R3-B R4-G R4-P R4-B
-3.5

-2.5

-1.5

-0.5

0.5

1.5

2.5

3.5

Test Sequence

D
is

p
la

ce
m

en
t 

(m
m

)

 

 

Relative displacement

Cumulative displacement

(a) Gapseok on the left side

R1-G R1-P R1-B R2-G R2-P R2-B R3-G R3-P R3-B R4-G R4-P R4-B
-3.5

-2.5

-1.5

-0.5

0.5

1.5

2.5

3.5

Test Sequence

D
is

p
la

ce
m

en
t 

(m
m

)

 

 

Relative displacement

Cumulative displacement

(b) Gapseok on the front side

R1-G R1-P R1-B R2-G R2-P R2-B R3-G R3-P R3-B R4-G R4-P R4-B
-8

-6

-4

-2

0

2

4

6

8

Test Sequence

R
o

ta
ti

o
n

 a
n

g
le

 (
˚)

 

 

Relative rotation angle

Cumulative rotation angle

(c) 1F tower body stone

R1-G R1-P R1-B R2-G R2-P R2-B R3-G R3-P R3-B R4-G R4-P R4-B
-8

-6

-4

-2

0

2

4

6

8

Test Sequence

R
o

ta
ti

o
n

 a
n

g
le

 (
˚)

 

 

Relative rotation angle

Cumulative rotation angle

(d) decorative top

Fig. 7. Deformation results of members 

(a) Deformation of Gapseok on 

the left side

(b) Deformation of Gapseok on 

the front side

(c) Deformation of 1F tower 

body stone

(d) Deformation of decorative top

Fig. 6. Deformation of members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5권 6호 (통권 제144호) | November 2021

310

주기 4800년 경주지진(R4-G)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여 최종

적으로 재현주기 4800년 Bingol 지진(R4-B)에서 시계방향으로 6° 회전

하였다(Fig. 6 (d), Fig.7 (d)). 특히 탑신부의 경우 실험 중 발생한 Rocking 

현상으로 인해 석탑구조물이 흔들리면서 회전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4.2 고유진동수 분석

석탑의 진동수는 계측된 가속도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에서 증폭함

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비율(Ratio of 

Response Spectrum)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응답스펙트럼의 비율을 이

용하는 경우 최하단 부재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과 상단 부재의 가속도 응

답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증폭되는 주기대역을 석탑의 진동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Rocking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계측 가속도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 가속도를 추정할 수가 없으

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비율에 의한 진동수 판별과 전달함수의 절대값인 

증폭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석탑의 진동수를 파악하였다.

진동수는 실험체의 강성과 관계가 있으며 진동수가 감소하는 것은 강성

의 변화 혹은 저하를 의미한다. 또한 Rocking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조

물이 흔들리면서 구조물의 주기는 증가하고 진동수는 감소하게 되므로 강

성이 저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Table 8 및 Fig. 8과 같이 경주, 포항 지진보다는 

Bingol 지진에서 가장 큰 강성저하가 나타났다. 천룡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재현주기 2400년 포항지진(R3-P)까지는 비교적 크지 않은 변화가 관측되

었으나, 재현주기 2400년 Bingol 지진(R3-B)부터 1층 탑신석의 Rocking 

현상으로 인해 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4.3 최대가속도 분석

계측된 가속도 데이터 분석 시 기단면석과 기단갑석은 두 개의 가속도계

를 설치하여 계측하였으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본 실험

에서 기단갑석의 경우 두 개의 가속도계 중 하나의 가속도계가 데이터로거

와 연결 상의 문제로 재현주기 500년 경주지진부터 재현주기 1000년 Bingol 

지진까지 제대로 계측되지 않아 나머지 하나의 값만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재현주기별 및 위치별 최대가속도는 Fig. 9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진동

대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강한 지진수준으로 갈수록 최대가속도의 큰 변화

폭이 계측되었다. 또한 Bingol 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 순으로 최대가속

도가 높게 계측되었다. 

천룡사지 삼층석탑의 진동대 실험 결과, 재현주기 500년, 1000년에서

는 최대가속도가 노반을 제외하고 급격한 변화없이 계측되었다. 그러나 재

현주기 4800년은 높은 지진수준으로 지진하중이 크게 작용하여 2층 탑신

Table 8. Period and frequency

Return period Earthquake Period (s) Frequency (Hz)

500 years

Gyeongju 0.110 9.07 

Pohang 0.093 10.73 

Bingol 0.123 8.10 

1000 years

Gyeongju 0.111 9.00 

Pohang 0.093 10.80 

Bingol 0.123 8.10 

2400 years

Gyeongju 0.102 9.80 

Pohang 0.108 9.27 

Bingol 0.189 5.30 

4800 years

Gyeongju 0.200 5.00 

Pohang 0.155 6.47 

Bingol 0.211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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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3층 탑신석, 3층 옥개석에서 큰 최대가속도가 계측되었다. 이는 1층 탑

신석에서 발생된 Rocking 현상이 상부 부재들의 최대가속도 증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ocking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구조

물이 흔들리게 되고, 부재간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석탑구조물의 부재간 

충격하중이 발생하면서 최대가속도가 증폭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반의 경우 부재가 가볍고 접촉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한 

Rocking 현상으로 인해 큰 최대가속도가 계측되었다.

4.4 영구변위 분석

기단면석과 기단갑석의 경우 두 개의 변위계를 설치하여 계측하였으므

로 최대가속도 분석과 동일하게 평균값을 반영하였다.

재현주기별 및 위치별 영구변위는 Fig.10과 같으며, 재현주기별 Bingol 

지진을 가진했을 때 1층 탑신석에서 발생한 영구변위가 하부 부재에서 발

생한 영구변위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특징적으로 재현주기 

1000년 Bingol 지진에서부터 1층 탑신석의 영구변위가 비교적 크게 발생

하는 것으로 시작해 재현주기 4800년 Bingol 지진까지 영구변위가 큰 폭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든 재현주기에서 다른 지진에 비

해 1층 탑신석이 특히 큰 영구변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1

층 탑신석이 재현주기별 Bingol 지진에서 Rocking 현상으로 인해 크게 회

전하면서 영구변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층 탑신석

의 변위데이터는 계측된 영구변위데이터보다 Rocking 현상에 의한 회전

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5 미끄러짐(Sliding) 분석

4.5.1 미끄러짐 분석 방안

석탑은 부재에 가속도를 가하면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이용하여 부재에 작

용하는 힘(F)과 함께 그의 대응하는 층전단력(S)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상부 부재와 하부 부재간의 상대변위(relative displacement)를 일으

키고 수평력에 대항하는 층전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층전단력은 부재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힘과 상부에 작용하는 층전단력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임계수평력 산정은 Fig. 11과 같이 표현된다. 는 블럭에 작용하는 

수직력, 는 블럭에 작용하는 수평력, 는 블럭의 무게이며 는 접촉면의 

마찰계수이다. 블록에 작용하는 수직력(P)은 블록의 상부중량의 합으로 구

할 수 있다. 탑신부의 자중은 실험체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값을 사용하

였으며, 탑신부의 자중 및 상부하중은 Table 9와 같다. 

실제 부재에 발생하는 층전단력이 임계 수평력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

라서 미끄러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 실험체의 마찰계수(μ)는 

접촉면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므로 정확한 마찰계수를 추정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접촉면적을 약 50%정도로 가정하여 0.4부터 0.6까지의 마찰

계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0.4∼0.6에 해당하는 마찰계수를 사용하여 

산정된 임계 수평력은 Tabl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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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ermanent displacements according to measurement 

height

Fig. 11. Critical Horizontal Force ( )

Table 9. Self-weight and upper load for each member of the tower 

body (unit : N)

Location
Self weight 

(W) 

Upper load 

(P)
Total

Decorative top 38.8 0 38.8 

3F roof stone 492.9 38.8 531.7 

3F tower body stone 132.5 531.7 664.2 

2F roof stone 806.5 664.2 1470.8 

2F tower body stone 197.6 1470.8 1668.4 

1F roof stone 1072.1 1668.4 2740.5 

1F tower body stone 1389.6 2740.5 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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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미끄러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마찰계수 0.4∼0.5에 해당하는 임계수평력을 초과하는 

층전단력이 작용할 경우 어느정도의 미끄러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 최대 층전단력이 마찰계수 0.6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미끄러짐이 발생한 것으로 평

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현주기별 및 위치별 미끄러짐은 Fig. 12와 같으며, 최상층 

부재인 노반의 경우 미끄러짐에서 가장 취약한 부재로 나타났다. 노반의 경

우 자체 중량이 매우 작은 부재에 속하고 상부에서 작용하는 수직하중이 없

으므로 매우 작은 힘에도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층 옥

개석 또한 최대 층전단력이 마찰계수 0.6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나 미끄러짐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층 탑

신석의 경우 마찰계수 0.6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마찰계수 0.5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끄러짐

이 어느정도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층 옥개석부터 1층 탑신석까지

는 마찰계수 0.4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까지 도달하긴 하였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고 마찰계수 0.5에 해당하는 임계 수평력을 넘지 않았으므로 실제 

미끄러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험체의 변형을 확인하였을 때 탑신부 최하단인 1층 탑신석의 경우 회

전에 의한 변형을 제외하면 미끄러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층 탑신석의 경우 자체 중량과 상부의 수직하중이 매우 큰 부재이므로 미

끄러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6 전도모멘트에 의한 Rocking 현상 분석

4.6.1 Rocking 현상 개념

구조물은 지진 등의 진동을 받았을 때 수평 운동과 함께 회전 운동을 일

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회전 운동을 Rocking 이라고 하며 이러한 

Rocking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도모멘트(Overturning 

Moment)이다. 전도모멘트는 계측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속도에 질량을 곱

한 층전단력에 구하고자 하는 부재 밑면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며, 하단 부

재의 경우 상단 부재의 모든 층전단력에 대한 전도모멘트를 고려해야한다. 

이와 같이 해당 부재 하부의 모멘트 저항력(Moment capacity)을 기준으로 

Rocking이 발생하는 한계를 정할 수 있다.

단위부재에 수직하중만 작용할 경우 Fig. 13의 (a)와 같은 압축력만 작

용하는 하중분포를 갖는다. 이 후 수직하중과 더불어 모멘트가 작용할 경우 

(b)의 하중분포를 가지다가 모멘트가 커질수록 (c)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좌측 끝의 압축응력이 0이 되고 우측 끝의 압축응력이 최대가 되는 이때가 

들뜸이 발생하지 않는 임계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전도 모멘트에 의한 들뜸

이 발생하지 않는 임계 상태 (c)에서의 모멘트를 모멘트 저항력으로 볼 수 

있다. 삼각형의 하중분포에서 하중작용점은 부재폭()의 1/3 지점에 작용

하므로 이 작용점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는 1/6이 된다. 따라서 각 부재

별 모멘트 저항력은 식 (1)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상부 부재부터 구하고자 하는 하부 부재까지의 총중량이며, 

는 구하고자 하는 부재의 하단 접촉면 폭을 뜻한다.

Table 10. Critical horizontal force by coefficient of friction (unit : N)

Location
Critical Horizontal Force

μ = 0.4 μ = 0.5 μ = 0.6

Decorative top 15.5 19.4 23.3 

3F roof stone 212.7 265.9 319.0 

3F tower body stone 265.7 332.1 398.5 

2F roof stone 588.3 735.4 882.5 

2F tower body stone 667.3 834.2 1001.0 

1F roof stone 1096.2 1370.2 1644.3 

1F tower body stone 1652.0 2065.1 2478.1 

(a) Return period 500 years (b) Return period 1000 years

(c) Return period 2400 years (d) Return period 4800 years

Fig. 12. Sliding results for each return period

(a) Initial state (b) Elastic state prior 

to uplift

(c) Elastic state at uplift

Fig. 13. Limitations on the uplift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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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Rocking 현상 분석결과

시간이력상의 최대 전도모멘트가 모멘트 저항력을 초과하는 경우 Rocking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도모멘트에 의한 Rocking을 분석하

였다. 이 때, 각 부재에 작용하는 모멘트 저항력은 Table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층 탑신석에서 하부 부재인 갑석과 면석의 경우 중량에 

비해 접촉면이 길이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하고 다중부재로 되어있어 

Rocking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시간이력상 전도모멘트의 최대값이 모멘트 저항력의 초과 여부 뿐만 아

니라 지속시간, 실험중 발생한 현상 등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가진종류별 및 위치별 Rocking의 발생여부는 Table 12와 같

으며, 전도모멘트 시간이력은 Fig. 14와 같이 재현주기 1000년 경주지진을 

사례로 추가하였다.

노반의 경우 중량과 접촉면의 길이가 다른 부재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

문에 모멘트 저항력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반은 낮은 

재현주기에서도 Rock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3층 옥개

석부터 1층 옥개석 까지 전도모멘트가 모멘트 저항력 한계선에 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멘트 저항력 한계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매우 짧고 한

계선을 넘는 전도모멘트의 크기가 작으므로 실제 Rocking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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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ocking results (return period 1000years; Gyeongju earth-

quake)

Table 12. Rocking occurrence by locations

Return period Earthquake

Location

Decorative top 3F roof stone
3F tower body 

stone
2F roof stone

2F tower body 

stone
1F roof stone

1F tower body 

stone

500 years

Gyeongju ○

Pohang

Bingol ○

1000 years

Gyeongju ○ ○

Pohang ○ ○ ○

Bingol ○ ○ ○ ○ ○ ○

2400 years

Gyeongju ○ ○ ○ ○ ○ ○

Pohang ○ ○ ○

Bingol ○ ○ ○ ○ ○ ○

4800 years

Gyeongju ○ ○ ○ ○ ○ ○

Pohang ○ ○ ○

Bingol ○ ○ ○ ○ ○ ○ ○

Table 11. Moment capacity by each members

Location

Total 

weight (W) 

(N)

Contact 

length () 

(m)

 (N‧m)

Decorative top 38.8 0.13 0.84 

3F roof stone 531.7 0.24 21.27 

3F tower body stone 664.2 0.24 26.57 

2F roof stone 1470.8 0.28 68.64 

2F tower body stone 1668.4 0.28 77.86 

1F roof stone 2740.5 0.35 159.86 

1F tower body stone 4130.1 0.35 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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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층 탑신석의 경우 전도모멘트가 모멘트 저항

력 한계선을 큰 값으로 돌파하였고 돌파구간이 다른 부재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도 Rocking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1층 탑신

석은 상부구조물의 전도모멘트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탑신의 폭이 작고 세

장하기 때문에 낮은 재현주기에서도 Rocking에 대한 영향이 크게 확인되

었다. 이에 따라 계측 데이터와 변형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을때 1층 탑신석

은 전도모멘트에 의한 Rocking 현상에 가장 취약한 부재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해체복원이 수행된 천

룡사지 삼층석탑을 대상으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여 석탑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변형 분석 결과, 기단갑석의 이격과 탑신석의 회전이 주요 변형으로 확인되

며, 1층 탑신석의 회전이 가장 눈에 띄는 변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유

진동수 분석 결과, 경주 및 포항 지진보다는 Bingol 지진에서 가장 큰 강성

저하가 나타났으며, 재현주기 2400년 Bingol 지진(R3-B)부터 1층 탑신석

의 Rocking 현상으로 인해 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최대가속도 분석 결과, 재현주기가 커질수록 1층 탑신석에 Rocking 현

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상부 부재들의 최대가속도 증폭에 어느정도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반의 경우 부재가 가볍고 접촉면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한 Rocking 현상으로 인해 가속도가 크게 계측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구변위 분석 결과, 재현주기별 Bingol 지진을 가진했을 때 1층 탑신석

에서 발생한 영구변위가 하부 부재에서 발생한 영구변위보다 상대적으

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1층 탑신석이 재현주기별 Bingol 지진에서 

Rocking 현상으로 인해 크게 회전하면서 영구변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1층 탑신석의 변위데이터는 계측된 영구변위데

이터보다 Rocking 현상에 의한 회전변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미끄러짐(Sliding) 현상을 검토한 결과, 노반이 가장 취약한 부재로 평가

되며 상부에 위치한 부재일수록 미끄러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반의 경우 자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부에서 작용하는 수직하중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작다. 이에 따라 작은 지진하중에

도 큰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전도모멘트에 의한 Rocking현상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층 탑신석에

서 먼저 Rocking 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층 탑신석이 다른 부재에 비해 세장하기 때문에 Rocking 현상에 더욱 취

약한 부재로 판단된다.

6) 기단면석 및 갑석의 변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탑신석이 회전하는 거

동형상이 나타났다. 특히 1층 탑신석의 회전이 다른 탑신석에 비해 비교적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1층 탑신석이 2, 3층의 탑신석에 비해 세장비가 비

교적 크기 때문에 Rocking 현상이 발생하여 크게 회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본 연구는 동적실험을 통해 지진에 의한 삼층석탑의 동적거동 특성결과

를 제시함으로써 석탑구조물의 내진성능확보 및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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