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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수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2. 본 요령의 대상은 수문 및 부속구조물(교량, 문짝, 권양기 등)로 제한한다. 부속구

조물 중 공도교는 ‘기존 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준하여 평가하며 문

짝 및 권양기는 관련 기계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3. 본 요령의 적용을 받는 수문은 형태상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수문 :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제방을 연결하지 않는 형태의 구조물

     나. 통문 :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된 구조물

     다. 여타 : 수문 및 통문과 유사시설 

4.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5. 수문의 정적 안정성은 본 요령의 평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정적 안정성 평가 요

령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지진시 수문의 거동에 대한 동해석기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7. 본 요령은 기존 수문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

     나.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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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2.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3. 지반 물성치 산정

4. 액상화 평가

5.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6.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구성

부록 A. 부지특성평가 방법 및 예제

부록 B. 부지응답해석 가이드 라인

부록 C. 액상화 내진성능 평가예제

부록 D.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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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진관련 용어

(1) 감쇠: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을 뜻함

(2) 공진: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3) 스펙트럼: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4) 시간영역해석: 실지진기록 혹은 인공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지진의 지속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해석법

(5) 응답: 어떤 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바

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6) 재현주기: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크기 이상의 년최대

치가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7) 전단파속도: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

나 지반의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8) 지진지반운동: 지진하중에 대한 지반의 거동을 말하며 동적운동의 크기, 주파수 

특성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이러한 지반운동의 특성을 정량적으

로 표현하는 방법은 시간이력, 응답스펙트럼, 지반운동의 최대값 등이 있음.

(9) 지진하중: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

(10) 관성력: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11)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도가 있는

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진동수가 높은 가

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최대

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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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리적. 단, 본 요령에서는 국내에선 최대유효지반가속도가 정의되어 있지 않

으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최대지반가속도를 평가 시 적용한다.

- 수문 관련용어

(12) 동수압: 물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되는 압력

(13) 평수위: 평상시에 하천의 수면이 유지되는 수위

(14) 약최저 저조위: 해도상의 수심의 기준면

(15) 암반 노두: 지반의 암석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16) 액상화: 느슨한 포화사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

잉간극수압이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가 감소하게 되어 

유체처럼 유동하거나 측방퍼짐(Cyclic Mobility)하는 현상

(17) 양압력: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는 압력

(18) 수문: 수문은 분류상 수문, 통문, 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요령에서의 수

문은 수문 및 통관을 의미한다.

(19) 유사정적해석: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

을 수행하는 대신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 구조물의 질량과 최대지반가

속도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간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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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⑦ ①
②

⑦ ⑦ ⑧

⑥

⑨④
⑤

③

H.W.L

⑪

⑩

①: 바닥판

②: 언주

③: 문주

④: 문짝조작대

⑤: 문짝조작실

⑥: 문짝

⑦: 물받이

⑧: 호상공

⑨: 관리교

⑩: 기초말뚝

⑪: 차수공

<그림 1.3.1> 수문의 각 부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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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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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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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⑪⑪ ⑪

⑥

⑩

⑤

④

③

⑦

⑦

⑦ ⑦

⑦

①⑨⑧ ⑧⑨② ②

⑤

⑤

⑪

①: 암거

②: 신축이음

③: 문주

④: 문짝조작대

⑤: 차수벽

⑥: 문짝

⑦: 흉벽

⑧: 날개벽

⑨: 물받이

⑩: 관리교

⑪: 차수공

(측면도)

(평면도)

(정면도)

<그림 1.3.2> 통문의 각 부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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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하천 설계기준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은 1997년도에 지

진공학회가 제안한 내진상위기준에 수문 시설물에 대한 상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 따라, 수문의 내진등급 분류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진하중의 결정

에 필요한 지역계수, 위험도계수 및 지반계수는 내진상위기준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진하중의 크기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된

다.

1. 수문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2.1～2.2.7 참조)

2. 수문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는 경우 (2.2.8 참조)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에 적용할 지진하중의 크기

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산정방법은 각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의 내진평가에 설계지진하

중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물의 향후 사용연수를 고려해 볼 때 비경제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하중의 크기를 산정할 필

요가 있다.  대부분의 수문은 그 용도가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사용목표수명의 고

려여부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관리주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요

령에서는 수문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지진하중 산정

방법을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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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진하중크기 결정

수문의 내진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 수문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해야 한

다.  사용목표수명을 고려치 않는 경우는 신설 수문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평

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본 요령에 적용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방법은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과 내진설계기준연구(II) 

(1997, 국토해양부)를 기초로 하였다.

2.2.1 위험계수

수문 시설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에 따라 다음 4가지의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위험계수를 산정한다.

1. 통수량

2. 수문 높이

3. 소개인구

4. 하류 피해도

총 위험계수는 다음 표 2.2.1 에 주어진 통수량 위험계수, 수문높이 위험계수, 소

개인구 위험계수, 하류피해 위험계수의 합으로 정의하며 각 위험인자에 따른 위험

계수 값은 표에서 괄호 속에 주어져있다.

표 2.2.1 위험인자와 위험계수

위험인자 높음 중간 낮음

계획통수량()

(위험계수)

20,000초과

(4)

20,000～10,000

(2)

10,000미만

(0)

수문높이(m)

(위험계수)

30초과

(4)

30～10

(2)

10미만

(0)

소개인구 (인)

(위험계수)

5,000초과

(8)

5,000～500

(4)

500미만

(0)

하류피해

(위험계수)

높음

(8)

중간

(4)

낮음

(0)

* ()안은 위험계수

* 하류피해는 도시발달 상태, 산업시설의 유무, 경작지 피해 예상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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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내진 등급

국내 수문 내진 등급은  표 2.2.2의 위험계수에 의하여 분류한다. 

1. 내진 1등급은 총 위험계수가 10보다 큰 수문

2. 내진 2등급은 총 위험계수가 10이하인 수문

표 2.2.2 수문의 내진등급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50년 내진2등급

100년 내진1등급

500년 내진2등급

1000년 내진1등급

[해설]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의 위험계수 사용기법은 미국의

댐 재해위험도 분류기법(USCOLD)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하천수문은 지진에 의한 붕괴시 하류측 소개인구와 하류피해가 거의 없으므로 총

위험계수가 10보다 크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든 수문은 내진2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3 내진 성능 목표

수문에 지진하중 작용시 내진 성능수준은 각각의 수준에 따라 다음을 만족해야 하

고 성능목표에 따른 내진 등급별 지진 재해도는 2.2.4항을 참조한다. 본 요령에서

는 붕괴방지수준 만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1. 기능수행수준

지진 작용시나 지진경과 후에도 수문과 부속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극히 경미한 손상은 예상할 수 있으나 즉시 보수가 가능한 수준이하로 제한되어

야 하며, 손상으로 인하여 수문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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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붕괴방지수준

수문에는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지진 작용시나 지진 경과

후에도 수문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 후 수문의 정상기능을 회복하거

나, 하류에 피해를 발생함이 없어야 한다.

[해설]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에는 지진하중의 크기, 여타 하중

산정, 하중조합, 강도감소계수 등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을 참조해야 하는

데 이에는 콘크리트 토목구조물의 내진설계 시 고려할 특별한 철근상세나 응답수정

계수가 없으므로 붕괴방지 지진력 작용시에도 구조물은 탄성거동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붕괴 방지 시에 대해 구조물이 탄성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된다면, 기

능수행수준의 지진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2.4 지진하중 결정시 고려 사항

수문의 지진하중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

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재해도는 보통암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지반운동은 지진강도, 주파수 특성 및 강진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 

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5. 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6. 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그 세기는 수평 방향 성분의 1/2으  

로 가정할 수 있고, 주파수 내용과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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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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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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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지반가속도계수

지반가속도계수는 지진재해도를 이용하여 지진구역계수로서 산출하였는데, 각 지역

별 최대 지반가속도를 지진구역계수로 결정하였다.

설계 지반운동을 결정하는 방법 :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설정하여 지진의 평균

재현주기별로 지진재해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지진 구역계수는 표 2.2.3과 같다.  표 2.2.3은 평균 재현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2.2.4의 위험도계수를 함께 이용하면 다른 재현주기에서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지반가속도계수는 지진구역계수와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표 2.2.5는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구분한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설정된 지진구역계수(Z)와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I)의 곱으로 산정한다.

지 진 구 역 Ⅰ Ⅱ

구역계수, Z (N) 0.11 0.07

표 2.2.3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위험도 계수, I 0.4 0.57 0.73 1.00 1.40 2.0

표 2.2.4 위험도계수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Ⅱ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표 2.2.5 지진구역 구분

※ 강원도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강원도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전라남도 북부(군, 시)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시, 순천시

전라남도 남부(군, 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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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지반조건의 고려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SA, SB, SC, SD, SE, SF의 6종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계수를 곱하여 2.2.5항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재 산정한다.

지반은 표 2.2.6에서와 같이 상부 30.0480m의 평균 지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표 2.2.6 지반의 분류

지반종류

(지반계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5m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

Ⅰ구역 Ⅱ구역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N치)

비배수

전단강도

Su (kPa)

SA
경암지반 1500 초과 - -

(0.8) (0.7)

SB
보통암지반 760∼1500 - -

(1.0) (1.0)

S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760 > 50 > 100

(1.2) (1.1)

SD
단단한 토사지반 180∼360 15∼50 50∼100

(1.5) (1.6)

SE
연약한 토사지반 180 미만 < 15 < 50

(2.0) (2.4)

SF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여기서, 지반종류 SF는 부지의 특성 조사가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을 

말한다.

1.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Quick Clay와 매우 민감한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

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2.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 지반 

3. 매우 높은 소성을 갖은 점토 지반 

4.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 지반 

부지위치에 따라 결정된 2.2.5항의 지반가속도계수는 표 2.2.6의 기준에 따라 분류

된 지반( SF 제외)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에 따

- 14 -

라 결정된 지반가속도계수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보통암 지반( SB; 표 2.2.6)의 

지표면 자유장인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속도이다.  따라서 국지적

인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그 부지의 지반가속도

계수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경암 지반( SA)이면 지진동

은 보통암 지반에 비해 감쇠되어야 하며, 그 외의 지반( SC , SD , SE )이면 지반 종류

에 따른 지반계수를 활용하여  증폭되어야 한다.

2.2.7 상세해석을 위한 가속도 시간이력의 결정

상세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은 평가대상  수문 부지나 지진

발생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서 계측된 가속도 시간이력 또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해석 시에 사용한다.

1.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의 선정 및 수정

수문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의 입력 지진 기록에 활용할 수 있

는 실제 기록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실제 지진 기록은 여러 연구 기관에서 구축

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시 입력되는 가속도 

시간 이력은 기반암에 작용하므로 입력 지진 기록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

이나 토사에서 계측된 기록을 기반암에서의 가속도 시간 이력으로 수정한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지진은 그 이력에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 성분은 

시설물에 지진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지반 및 시설물의 공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세 해석을 위해 활용되는 실제 지진 기록은 되도

록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즉 장주기와 단주기 성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선정하여 활용하

여야 한다. 단, 본 요령에서는 지진기록 선정시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으

로 사용되는 규모 6.5의 실제지진기록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2007년 

강능지진 등 내륙에서 발생된 지진을 증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진 발생시 시설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는 그림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의 강도, 주파수 특성, 그리고 지속시간이다.  여기서 진동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가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선정된 실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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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력을 상세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록의 최대 가속도 크기를 수문 

시설물의 대상 부지 기반암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

그림 2.2.3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

2.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생성

수문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을 위하여 부지 여건이 상이한 다른 

지역의 실제 지진 기록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제한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문 

시설물의 대상 부지 및 유사한 부지의 지진 기록이 아닌 경우, 대상 부지의 지역적

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상세 해석에 활용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인공 지진 기록은 지역적인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해야 하며, 수문 시설물

의 내진성능 수준 및 대상지역 기반암에서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현재 다양한 인공 지진 생성 코드가 제시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공개 프로그램은 SIMQKE가 있다.

또한, 지반의 최대 가속도와 더불어 지진파의 주요 요소인 주파수 특성,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요 요소는 독립적

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종속적인 복합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특성을 포함하는 지진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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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길어야 하며, 0.4Hz 정도까지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기 위해서

는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0초에서 2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 지속 시간에 상응하는 강진 지속 시간은 6초에서 1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

다. 지진파의 주파수 성분중 높은 주파수 성분인 24Hz 이상의 강도는 시설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0.3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성분은 견고한 시설물에 큰 영

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문 시설물의 상세 해석을 위한 인공 가속도 시

간 이력의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되도록 충분히 길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은 상세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서 위의 선정 및 수정된 다양한 주파수 특성의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과 병행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인공 지진 기록은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응답스펙트럼을 가지도록 작성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공지진기록의 작성 후 이를 확인해야 한다.

Ts = Cv/2.5Ca

2.5Ca

T0 = 0.2Ts

Ca

T0 Ts

Cv/T

통제 주기

스
펙

트
럴

 가
속

도
 (

g
's

)

주기 (초)

그림 2.2.4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5% damping)

일반적으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진계수 C a(표 2.2.7) 와 C v(표 2.2.8)는 내진 설계 

측면의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결정에 활용된다.  이러한 지진계수는 지반의 증

폭 특성을 반영한 증폭계수와 지진구역계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 계수로서 C a는 

단주기 특성을 C v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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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3 0.08

SD 0.16 0.11

SE 0.22 0.17

표 2.2.7 지진계수 C a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8 0.11

SD 0.23 0.16

SE 0.37 0.23

표 2.2.8 지진계수 C v

2.2.8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가속도계수 결정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할 경우, 지반가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이 동

일하다는 가정에서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한다.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 사용목표수명

= 평가설계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 평가설계수명             식(2.1)

지진의 년평균발생확률은 평균재현주기의 역수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이 같

다고 가정하여 사용목표수명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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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그 타당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2.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I)를 구하고, 이를 지진구

역계수에 적용하여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

한다.

식 (2.1)로부터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을 산정하고 이의 역수를 취하

여 재현주기를 구한다.  산정된 재현주기에 대한 지진위험도계수는 내진설계기준연

구에 제시된 재현주기별 지진위험도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

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9와 같다.

수문과 같이 반영구적인 구조물의 경우는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가 1/2 이

상이 되어야하므로 표 2.2.9에서 보듯이 지진위험도계수는 설계당시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 ～ 1/4 1/4 이하

I등급 1.40 1.05 0.79

Ⅱ등급 1.00 0.75 0.57

표 2.2.9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 (I)

 3. 표 2.2.9를 지진구역에 따른 가속도계수에 적용하면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10과 같다.

지진구역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 ～ 1/4 1/4 이하

I 구역

I등급 0.15g 0.12g 0.09g

Ⅱ등급 0.11g 0.08g 0.06g

II 구역

I등급 0.10g 0.07g 0.06g

Ⅱ등급 0.07g 0.05g 0.04g

표 2.2.10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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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수문의 내진성능 평가는 그림 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평가, 1단계평가, 2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하위평가단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상위평가

단계로 갈수록 고등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였다.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그림 2.3.1에 도시되어 있다.

대책 수립

평가 결과 종합

불만족

수문의 내진 성능 목표 설정

· 내진성능 등급 만족 여부

예비 평가

· 액상화 발생 여부
· 안정성 및 내하력 만족여부

1단계 평가

필요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만족

· 내하력 만족 여부

2단계 평가

그림 2.3.1 수문 내진성능평가 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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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수문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전 단계로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예비평가는 구조도, 지질주상도, 

지반개량공사 실적, 설계도서 등의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내진성능 평가 

1단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시작

기초자료의 수집

내진평가에
필요한 자료

내진성능평가 지표의 설정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 등급

내진성능평가 진행

A

B, C

내진성능평가 종료

그림 3.1.1 예비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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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조사 및 분석

수문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도, 지질주상도, 지반

개량공사 실적, 설계도서 등을 통한 예비평가를 실시하며, 내진성능평가 1단계 및 

2단계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한다.

기초자료는 예비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1. 하천구조물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2. 지질주상도

3.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4.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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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예비평가 지표의 설정

수문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이하의 항목에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

로 한다.

1. 기초형식

2. 기초지반

3. 설계진도

4. 내진설계

3.3.1 기초형식과 관련된 지표의 설정

기초형식과 관련된 지표는 수문 설계도에 의해 수문 본체의 기초형식을 확인하고, 

다음 표에 따라 설정한다.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단부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표 3.3.1 기초형식에 따른 지표

<표 3.3.1>에서 단부지지말뚝은 말뚝 선단이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층으로 N값이 대

략 30이상, 점성토층이면서 N값이 대략 20이상의 지반에 지지된 것이며, 그 이외의 

지지말뚝은 마찰말뚝으로 본다. 또한, 기초형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직접기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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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초지반과 관련된 지표의 설정

기초지반과 관련된 지표는 통문·통관은 암거, 수문은 바닥판의 기초저면 직하의 

토질 그리고 N값으로 표 3.3.2에 기초해서 설정한다.

지표 기초 저면 직하의 토질과 N값

a2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

b2 N값이 10이하 사질토의 토피가 5m 미만

c2 N값이 10이하 사질토의 토피가 5m이상

표 3.3.2 기초지반에 따른 지표

D D1

D2

H1

H2

b)에서

H1<3m, H2<3m의 경우: D=D2

H1<3m, H2≥3m의 경우: D=D1

(a) 기초저면 직하에 N치 10 (b) 기초저면 직하에 N치 10이하

이하의 사질토 층이 분포하는      의 사질토층 이외의 지반이 분포

경우                             하는 경우

그림 3.3.1 N값 10이하의 사질토층 두께의 산정방법

액상화 대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초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지반 

직하의 토질 또는 N값과 관계없이 기초지반과 관련된 지표는 a2로 한다. 또한 지

질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의 지표는 c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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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상정진도와 관련된 지표의 설정

상정진도와 관련된 지표는 해당 수문이 위치한 지역의 최고설계진도에 따라 <표 

3.3.3>에 기초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표 해당 수문이 위치한 지역 및 최고설계진도

b3 Ⅱ구역

c3 Ⅰ구역

표 3.3.3 상정진도와 관련된 지표

3.3.4 내진설계 유무와 관련된 지표의 설정

내진설계와 관련된 지표는 설치당시 내진설계의 유무에 따라 <표 3.3.4>에 따라 설

정한다.

지표 내진설계

a4 설치당시 내진설계 고려

b4 설치당시 내진설계 미고려

표 3.3.4 내진설계 유무에 따른 지표

단,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b4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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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내진등급의 판정

수문의 내진등급은 그림 3.4.1에 기초해서 판정한다.

(기초형식)

지표 기초형식

a1 게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

지표 기초형식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미만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상정진도)

지표 해당구조물이 있는 지역
의 상정설계진도

b3 Ⅱ 구역

c3 Ⅰ 구역

(내진설계)

지표 설치시 내진설계

a4 설치시 내진설계 고려

b4 설치시 내진설계 미 고려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지반·기초의 평가지표)

(지진력의 평가지표)

지진력

b3 c3

내진

설계

a4 a2' a2'

b4 b2' c2'

지반·기초

a1' b1' c1'

지

진

력

a2' A A A

b2' A B C

c2' A B C

(내진등급)

그림 3.4.1 수문의 내진등급 판정 방법

내진성능 등급이 B, C로 나타난 수문과 통문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해설]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 내진등급 통문의 손상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하천수의 제내측 유입 정도는 표 3.4.1와 표 3.4.2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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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등급
발생부위 손상상태

하천수 제내측

유입정도
손상정도

A

제체·지반

제체에 횡단균열
발생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주간 정도에 본격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함체 주변에
부분적 공동 발생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주간 정도에 본격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익벽의 벽면 익벽 벽면에
균열 발생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흉벽의 벽면
흉벽 벽면에
균열 발생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함체
함체에 횡단균열
발생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이음부

익벽 이음부 개
구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함체 이음부 개
구(지수판이 파단
하지 않을 정도)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익벽
익벽 전체가 침
하 또는 경사 (소
규모인 것)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즉시 복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
로 생각됨.

B

이음부
함체의 이음부
개구 (지수판이
파단될 정도)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
됨.

2주간 정도에 응급복구가 가능하
지만, 추후 본격 복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익벽
익벽 전체가 침
하 또는 경사 (소
규모인 것)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주간 정도에 응급복구가 가능하
지만, 추후 본격 복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함체
함체가 파단 (이
동량이 작은 것)

바로 물길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
됨.

2주간 정도에 응급복구가 가능하
지만, 추후 본격 복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문짝조작부 문주에 균열 발생 -
2주간 정도에 응급복구가 가능하
지만, 추후 본격 복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C 제체·지반
제체 함몰 (함체
붕괴에 인한 것)

바로 하천수가 제내
측에 유입, 또는 함
체의 폐색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곤란.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내진등급 상정되는 통문 등의 손상과 피해

A
통문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지만

함체를 따르는 물길은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B
통문 등에 손상이 발생하며, 함체를 따르는 물길이 형성되지만

하천수가 즉시 제내측에 유입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C

통문 등에 큰 손상이 발생하며, 즉시 하천수가 제내측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즉시 내수배제가 곤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4.1 예상되는 통문의 손상과 피해

표 3.4.2 통문의 손상과 하천수의 제내측 유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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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
함체 이음부 개
구(대규모로 대량
의 토사 유입)

함체의 폐색으로
내수배제 곤란.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함체
함체의 파단 (이
동량이 크며, 함
체의 침하 동반)

함체의 폐색으로 내
수배제 곤란.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짝조작부

문주의 경사 -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문짝의 개패가 불
가능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됨.)

문주의 파괴 -

사용이 불가능하여 개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문짝의 개패가 불
가능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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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는 현장조사, 실내시험, 간편해석의 순서로 나누어 수행한다. 

내진성능평가 1단계의 흐름은 그림 4.1.1과 같다.  현장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수문 등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실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한다.  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획득을 위하여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 결과와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간편해석을 수행한다.  간편 해석은 구조물의 유사 정적해석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평가 2단계 실시 여부를 판정한다.

미발
생

발생

기초 지반과 구조물에
대한 현장실험

수문통문

내진 성능 평가 2 단계
실시

실내시험

내진성능평가 2 단계
수행필요

평가완료

내하력 및 안정검토에
대한 간편해석

내하력 검토에 대한
간편해석

없다

있다

액상화 발생 여부 액상화 보강대책
수립

그림 4.1.1 수문의 내진성능 평가 1단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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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상화 발생여부는 1단계에서만 검토하고 필요시 바로 보강을 실시하는 것

으로 하였다. 이는 액상화가 외국에서의 지진시 수문을 손상시키는 주요 인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액상화 방지

를 위한 그라우팅 등의 조치는 수문 및 통문의 주요파괴모드인 홍수시 구조물 하부

의 공동을 통한 파이핑에 대한 예방조치의 효과가 있으며 소규모시설인 수문 및 통

문의 액상화 방지를 위한 공사비는 크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관리주체

가 필요시 상세한 액상화 검토는 ‘기존시설물(항만)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참조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내진성능 평가 1단계 결과, 수문의 내진성능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 내

진성능 평가 2단계에서 정밀 해석을 수행한다.

내진성능 평가 2단계의 흐름도는 해설그림 4.1.2와 같다.

현장 정밀 조사

수문통문

평가 완료

실내시험

평가 거동 한계
만족 여부

보수 및 보강 대책 마련

내하력 검토에 대한
상세해석

내하력 검토에 대한
상세해석

불만족만족

해설그림 4.1.2 수문의 내진성능 평가 2단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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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 조사 및 시험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시 구조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콘크리트의 강도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획득하여야 한다.  비파괴 시험에는 다음과 같이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

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이 있다. 또한 액상화 판정을 위해 지반면에 대한 보링을 

기반면까지 실시하며, SPT시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석

실험을 실시한다.

4.2.1 반발경도시험

반발경도시험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비파괴로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할 때, 측정 반발도()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의 사이

에 특정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험적 경험을 기초로 한다 .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비파괴강도 추정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추정식의 다양성만큼 비파괴강도가 일정하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어 표본의 압축강도를 구하여 이 측정값과 반발도와

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로부터 콘크리

트의 비파괴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 방법, 적용 가능한 강도 범위, 판정

식 및 판정의 평가 방법에 대한 고려가 비파괴강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1. 코어 표본을 이용한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

반발경도와 압축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콘크리트의 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다.

가. 코어 표본의 반발경도시험은 코어 표본을 채취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코어채취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반발경도시험 값 군의 평균과 코어 표본으로 구한 압축강도를 통해 개별 시험을 

플로트하고 전체 결과에 대한 선형 회귀식을 최소 제곱법에 의해 해당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도출한다.

  ·  (MPa)                      식(4.1)

여기서,  : 반발도 의 평균값

, 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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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제안식을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반발경도를 이용한 비파괴강도 추정은 가급적 시험 대상 구조체의 수 개소에 대해

서 반발경도를 구하고, 상기 성형 및 코어 표본에 의한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비

파괴강도 제안식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외의 신뢰성 있는 

제안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안식의 적용은 시험 방법 및 시험 조건에 맞는 제안

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2.1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연구자 추정 제안식 (MPa) 비고

일본재료학회 Fc= -18.0 + 1.27ㆍRo

동경 건축재료 검사소 Fc=(10Ro-110)×0.098

일본건축학회 Fc=(7.3Ro+100)×0.098

U.S Army Fc=(-120.6+8.0Ro+0.0932Ro
2
)×0.098

木村 Fc=(9.37×(0.987)
t
Ro+(1.3t-109))×0.098 t는 재령(년)

3. 재령보정계수

콘크리트의 재령이 경과함에 따른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는 변하게 하며, 

탄산화의 효과는 콘크리트의 표면반발경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장기재령 콘크리

트의 강도 추정에서는 재령 28일의 강도추정식에서 구해진 비파괴강도에 슈미트해

머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4.2.2의 재령보정계수(α)를 곱하여 평가한다.

표 4.2.2 재령보정계수, α의 값 (F28 = Fc × α)

재령(일) 28 100 300 500 1000 3000

α 1.0 0.78 0.70 0.67 0.65 0.63

4. 코어강도를 고려한 비파괴강도 보정계수

신뢰성 있는 비파괴강도 추정을 위해서는 실구조물에서 채취한 코어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정된 비파괴강도 제안식에 아래와 같이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보정계수를 제안식에 곱하여 대상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를 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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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식(4.2)

여기서,  : 코어 압축강도(MPa)

 : 반발경도시험에 의해 추정된 비파괴강도(MPa)

 : 자료의 개수

4.2.2 초음파전달속도시험.

콘크리트에서의 초음파전달속도시험은 음향적 측정방법인 음속법의 하나로 초음파

의 투과속도가 콘크리트의 밀도 및 탄성계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며, 초

음파가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시간(Pulse Velocity)을 측정하여 이로부터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 결함의 유무, 균열 및 콘크리트의 내부 분리, 공동현상 등을 추정하는 

비파괴적인 방법에 이용한다. 

초음파전달속도시험은 콘크리트의 한쪽 끝에 접촉시킨 탐촉자로부터 발신한 초음파 

펄스가 콘크리트 내부를 통과하여 반대방향의 다른 끝 쪽에 접촉시킨 탐촉자에 도

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및 양 탐촉자간 거리를 측정하여 음속을 구하고, 그 음속

값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시험 방법

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균열 깊이, 내부 결

함 등을 검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초음파전달속도를 이용한 비파괴강도 추정은 코어 표본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와 

압축강도의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외의 신뢰성 있는 제안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

안식의 적용은 시험 방법 및 시험 조건에 맞는 제안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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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연구자 추 정 식 (MPa) 비 고

일본건축학회식 Fc=(215Vd-620)×0.098
Vd : 직접법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

(㎞/s)

일본재료학회식 Fc=(102Vd-117)×0.098

J.Pysziak의 제안식 Fc=(92.5Vd
2
-508Vd+782)×0.098

谷川의 제안식 Fc=(172.5Vd-499.6)×0.098

2. 초음파전달속도의 관계

초음파전달속도는 재료의 종류, 배합, 함수율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변동을 나

타내고 있으며, 현장 콘크리트의 초음파전달속도 관계는  ≈ ∼ 의 사

이에 있다고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UNDIT 사용 설명서에서는 정량적인 콘

크리트에서는  ≈ 의 근사적인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

한 직접법()과 표면법()의 초음파전달속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법 

측정을 수행한 동일한 부위에서 채취한 코어의 종파(직접법)속도를 측정하여 상관

관계에 의해 환산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3. 비파괴강도 보정계수

선정된 비파괴강도 제안식에 아래와 같이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보정계수를 제안

식에 곱하여 대상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를 추정한다.

보정계수   
 






                      식(4.3)

여기서,  : 코어 압축강도(MPa)

 : 초음파전달속도시험에 의해 추정된 비파괴강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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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콘크리트 코어시험

채취한 코어의 시험은 콘크리트 상태평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코어를 광범위하게 채취하지 못하는 현장여건의 어려움으

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어를 채취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한 비파괴시험 결과의 

모체로서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로부터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국부파괴시험으로 비파괴

시험과는 구별되지만, 구조물의 실제 강도를 추정한다는 관점에서 비파괴적인 방법

과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내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 휨 부재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며, 구조물에 한정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1. 코어의 보존

코어의 수분함유에 있어서 포화건조상태는 공기 중 건조상태에 비해 10∼15% 정도의 

적은 값을 나타내므로 채취된 코어와 현장 콘크리트의 수분 상태를 고려하여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높이/직경비의 영향

가. 코어 공시체의 높이/직경비(h/d)가 적어질수록 겉보기 압축강도는 커진다.

 나. 공시체 높이가 직경의 2배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공시체의 높

이가 직경의 2배가 되는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환산하여야 한다.

3. 매입 철근의 영향

가. 코어를 가로지르는 철근은 강도시험 결과 5∼10% 정도가 감소된다.

 나. 코어 축에 수직으로 철근이 존재한다면 압축강도는 보정을 하며, 보정 값이 

10%를 초과하는 코어강도는 제외한다.

4. 드릴링의 영향

가. 절단토크와 코어강도의 관계는 절단토크에 반비례해서 코어강도가 감소한다. 

 나. 드릴링에서 토크(Torque)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드릴링 속도가 빠르면 코어강

도는 저하한다.

5. 코어채취 위치와 방향의 영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채취방향이 콘크리트 타설방향과 직각인 경우(보통 수평방향 

채취)는 평행인 경우에 비하여 약 8%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코어 직경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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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S F 2405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강도 시험용 표준공시체는 ø15×30㎝의 원

주형 공시체를 사용

(나) 공시체의 형상이 닮은꼴이면 공시체의 치수가 작을수록 압축강도는 크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계기준에서는 ø10×20㎝ 공시체로 시험한 압축강도의 

97%를 ø15×30㎝의 공시체 강도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4 철근탐사시험

철근콘크리트의 철근량은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이므

로 대상 구조물의 정확한 철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철근탐사장

비의 사용법에 있어서는 제작사의 매뉴얼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탐사 결과의 판독에 있어서는 각 장비마다 제공하는 탐사 가능 범위 및 오차가 실

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고, 분석 방법에 따라 또는 판독자에 따라 많은 오차 가능성

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근탐사 방식은 보편적으로 전자기유도

(자기감응) 방식과 전자파레이더 방식 등이 있다.

전자기유도 및 전자파레이더 방식에 의한 철근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배근된 철근의 위치, 지름, 콘크리트 피복 두께의 탐사에 적용한다.

1. 철근의 위치, 지름,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을 평가 하

는데 이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강도, 품질 및 내구성 조사에 앞서 철근의 위치를 탐사하는 예비시험방법

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탐사한 철근 위치, 지름,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타설 후의 각 부

재 배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가. 전자기유도 방식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평행 공진(共振)회로의 전압진폭 감

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Probe나 Scanner에서 만들어진 코일에 전류를 흘려 교류

자장을 만들어 내고, 코일 전압의 변화는 자장내 자성체의 특성 및 거리에 의해 변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의 위치 및 직경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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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전자기유도 방식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구성

나. 전자파레이더 방식

해당 물체 내의 송신된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유전율 및 전도율)이 다른 물질(철근, 

매설물, 공동 등)의 경계에서 반사파를 일으키는 성질을 이용해 콘크리트 표면으로

부터 내부를 향해 전자파를 안테나로부터 방사하여 목표물에서 반사해 온 신호를 

안테나로 수신한 후 콘크리트 내부의 상태를 수직 단면도로 본체 표시기에 나타내

어 준다.

송수신 변환기

안테나부

신호기

거리검출기

수신기

안테나

조작부

제어 처리부

출력 표시부

전원부

측정 기록부

인쇄부

펄스 제어

본체 제어부 신호 기록부

송수신 변환기

안테나부안테나부

신호기

거리검출기

수신기

안테나

조작부

제어 처리부

출력 표시부

전원부

측정 기록부

인쇄부

펄스 제어

본체 제어부본체 제어부 신호 기록부신호 기록부

그림 4.2.2 전자파 레이더법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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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보링조사

하천구조물의 내진성능에는 기초지반의 액상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지질주상도

는 특히 중요한 자료이다.  지질조사의 심도는 통문에 대해서는 암거, 수문에 대해

서는 바닥판의 저면으로부터 25m 정도, 또는 양질의 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

를 기준으로 한다.  양질의 지반은 모래층과 자갈층은 N값이 약 30 이상, 점성토층

은 N값이 대략 2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지질조사시 SPT시험을 실시하고 SPT시

험에 의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석실험을 실시한다.

수문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보링조사는 구조물 주변의 여러 위치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최소한 1개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일본의 道路橋示方書·同解説Ⅴ耐震設計編에서는 액상화 판정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토질층은 지하수위가 현 지반면으로부터 20m이내의 범위를 포화사질토층

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建設省河川砂防技術基準(案)設計編에서는 수문 기초의

지지층으로 양질의 지반은 모래층과 자갈층은 N값이 약 30 이상, 점성토층은 N값

이 대략 20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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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단계 평가

오래된 시설로 도면 등 자료가 없는 경우, 비파괴시험에 의해 재료상태를 조사하고 

당시의 유사구조물의 설계도면이나 당시의 설계기준 등을 참조로 하여 구조상세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 발행한 ‘63년 배수문 본체표준도, ‘83년 하천구

조물표준도 및 ‘94년 하천구조물표준도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들은 건기원의 

“국토해양 전자정보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4.3.1 액상화 판정

액상화판정을 위한 지하수위는 우기 평균지하수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우기 

평균지하수위의 산정이 곤란하면 평수위 또는 현 지하수위를 지하수위로 할 수 있

다.

1. 액상화 판정 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느슨한 포화 사질토층은 지진시에 액상화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액상화 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가. 지하수위가 구조물 지반면으로부터 10m이내에 있고, 동시에, 지반면으로부 20m

이내의 깊이에 존재하는 포화사질토층.

나. 세립분 함유율 가 35%이하, 또는 가 35%를 넘어도 소성지수 가 15이하인 

토층.

다. 평균 입경 D50이 10mm 이하이고, 동시에, 10% 입경 D10이 1mm 이하인 토층.

여기서,  : 세립분 함유율(%)(입경 75μm이하 토립자의 통과질량 백분율)

 : 소성지수

 : 평균 입경 (mm)

 : 10%입경 (mm)

2. 액상화의 판정

  지진시에 액상화 판정을 수행하는 토층에서 액상화에 대한 저항율 을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하여 이 값이 1.0 미만인 토층은 액상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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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4.4)

   ·  식(4.5)

   ·  · 
′ 식(4.6)

    식(4.7)

        식(4.8)


′    

′    식(4.9)

 











  ≤ 

  


   ≤ 
   

식(4.10)

여기서,  : 액상화에 대한 저항율

 : 동적 전단 강도비

 : 지진시 전단 응력비

 : 지진동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반복 삼축 강도비

 : 지진시 전단 응력비의 깊이 방향의 저감계수

 : 액상화의 판정에 이용하는 설계수평진도

 : 전 상재압 (kN/m2)


′ : 유효 상재압 (kN/m

2
)

 : 지표면에서부터의 깊이 (m)

 : 지하수위면 보다 얕은 위치에서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지하수위면 보다 깊은 위치에서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지하수위면 보다 깊은 위치에서의 흙의 수중 단위체적중량

(kN/m
3
)

 : 지하수위의 깊이 (m)

이때, 수위가 지표면보다 위에 있으면,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 상재압과 유효상재압을 산출한다

[해설] 액상화발생여부는 1단계에서만 검토하고 필요시 바로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

로 하였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필요시 상세한 액상화검토는 ‘기존시설물(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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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지반의 모형화

기초입력 가속도 및  
   입력파형 설정

동적변형특성

지반응답해석
석

지반에 작용하는
진동전단응력비

( τ d/ σ 0' )

 보정계수

시 료 채 취

실내반복시험

응력비-액상화주기회수  
(과잉간극수압특성)

지반내의 
저항전단응력비
( τℓ/ σ 0' )

 보정계수

안전율 산정  
F =

τℓ/ σ 0'

τ d/ σ 0'

  O.K

N.G.액상화판정
F ≥ 1.0

No
O

 지진자료수집 및 정리  보링 및 표준관입시험

YES 액상화 
대책공법 수립

그림 4.2.3 액상화 상세평가방법의 순서도

 3. 반복 삼축 강도비

앞 절의 반복 삼축 강도비 은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한다.

   ×   

×  ×  ·     ≤  
식(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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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의 경우>

   ·    식(4.12)

  · 
′   식(4.13)

 











  ≤   

  
 

 ≤   
 ≤ 

식(4.14)

    ≤   

    ≤ 
식(4.15)

<자갈토의 경우>

   · log  식(4.16)

사질토와 자갈토는 평균 입경 이 2mm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여기서,  : 반복 삼축 강도비

 : 표준관입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N값

 : 유효 상재압 (98.1kN/m2)상당으로 환산한 N 값

 : 입도의 영향을 고려한 보정 N값

 ,: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N값의 보정계수

 : 세립분 함유율(%)(입경 75μm이하 흙 입자의 통과질량 백분율)

 : 평균입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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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통문의 간편해석

1. 통문의 암거 및 날개벽의 지진시 안전성은 액상화에 의해 검토한다.

2. 암거, 날개벽 등의 말뚝기초의 경우, 소성화가 생겨도 암거 등을 지지하는 것은 가

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문주 및 조작대는 암거상부에 고정된 구조물로 하여 수평 2축지진을 각각 고려하

며, 자중과 지진력만을 조합한다. 이때, 수문은 열려 있다.

4.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 하중은 다음 그림과 같다.

h'V1 V1

P1P2 P2

V1Kh V1Kh

P2K h P1K h P2K h

V2K h

V2

P1K

(a) 수류직각방향

           

V1

V

P2 P/21

2

P2Kh

Kh/2

V2/2

V1K h

P1Kh/2'

P1Kh /2

(b) 수류방향

          

                         

그림 4.3.1 지진시 통문의 작용하중

여기서,  : 개패기 중량


′ : 문짝의 중량

 : 관리교로부터 받는 하중(고정받침인 경우에만 지진력 작용)

 : 문주의 자중

 : 작업대 자중

 : 설계지진계수

5.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식(4.17)

여기서, D는 고정하중

E는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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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0.85, 압축 0.65,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75

[해설] 우리나라에서 통문의 암거는 소규모시설로서 관리주체가 도면을 대부분 가

지고 있지 못하며, 또한 암거가 통과하는 제방의 확장에 따라 몇 차례의 다른 시기

에 시공된 경우도 많으나 이에 대한 시공상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암거종방향에 대해 내진성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암거의 시공상세가 필요

한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지진시

암거가 종방향의 내진성능이 부족하더라도 암거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암

거에 횡단균열 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암거의 횡단균열은 현재도 지반침

하 등에 의해 암거에 다수 발생되어 있으나 암거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따라서 불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암거의 종방향에 대해 내진성능을 조사하

고 보강작업을 하기 보다는, 지진이 발생하면 암거내부를 조사하여 발생된 횡단균

열 등에 대해 보수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암거의 전체적

인 파괴를 가져 올 수 있는 액상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암거 횡방향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그간 외국의 지진시 피해가 거의 없던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관리주체가 필요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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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문의 간편해석

1. 지진 발생시 수문은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해 소요의 안전성은 확보하여  야 

한다. 안전성확보 검토 시 고려할 하중조합은 그림 4.3.2, 그림 4.3.3과 같으며 홍

수, 파압, 풍하중은 지진과 동시에 작용시키지 않는다. 수문의 경간장 이 50m 이상

이 되는 경우에는 안정계산 시 3차원적인 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Pd P1

E'

계획담수위

V1

V2 P2

L.W.L.

Kh
.VO

VO

U

(a) 수류방향 

Pd

U

Kh
.Vo

Vo

V1,2

Kh
.Vo

V1

Pd

V2

(b) 수류직각방향

그림 4.3.2 중앙 구체의 하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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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지진시 동수압(구체 및 문짝에 작용)

 : 상류측 수압

 : 하류측 수압

 ′ : 이토압
 : 본체의 중량(관리교, 문짝, 권양기 등을 포함)

 : 상류측 물의 중량

 : 하류측 물의 중량

 : 양압력

 : 설계지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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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P1

계획담수위

V1

V2 P2

L.W.L.

Kh
.VO

VO

U

(a) 수류방향

U

V1,2

P3

V0

V3

K h
.V3

Kh
.VO

계획담수위

E' P4

V2

V1

K
h. V

O

K
h. V

3

V E' P4

3

P3

(b) 수류직각방향

그림 4.3.3 단부 구체의 하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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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지진시 동수압(구체 및 문짝에 작용)

 : 상류측 수압

 : 하류측 수압

 : 전면 수압

 : 배면 수압

 ′ : 지진시 배면토압

 : 본체의 중량(관리교, 문짝, 권양기 등을 포함)

 : 상류측 물의 중량

 : 하류측 물의 중량

 : 배면수+배면토사중량

 : 양압력

 : 설계지진계수

2. 지진과 고수위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수문 상하류의 수위 및 양압

력은 수문조작상 가능한 최대 상하류차 수위에 대해 적용한다.

[해설] 해안가에 위치한 수문은 약최고 만조위일때와 약최저 간조위일때를 검토하

게 되는데 통상 하천측이 평수위이고, 해측은 약최저 간조위일때가 최대 상하류차

수위를 준다.

3. 지진력은 수평방향 지진력만을 수류방향과 수류직각방향에 대해 각각 고려한다.

4. 지진시 동수압은 다음 공식에 의해 구한다.  지진시에 수문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수문과의 접촉면에 대해 연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의 Westergaard의   

간략식을 이용해도 좋다.

  


 식(4.18)

여기서,  : 수심 에서의 동수압(Pa)

 : 물의 단위중량(N/m³)

 : 설계지진계수

 :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 수면에서 동수압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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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0.

4h

Pd

그림 4.3.4 Westergaard식의 기호 설명

Westergaard의 간략식은 수심 로부터 상부의 전 동수압 (=)와 수심 점

으로부터 전 동수압의 작용점까지의 높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4.19)

   식(4.20)

5. 지진시 토압은 수정 모노노베-오카베 공식을 활용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식(4.21)

여기서,  : 깊이 x(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 강도(kN/m
2
)

 : 지진시 주동토압계수

가.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식(4.22)

사질토     식(4.23)

나. 배면이 흙과 흙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식(4.24)

사질토     식(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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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수평지진계수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kN/m2), 활하중은 제외

식(4.21)은 지하수위 상부의 흙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수위 하부의 흙에 의한 지진

시 토압은 식(4.26)에 의한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를 산출하여 식(4.21)을 이용하

여 산출한다. 


′ 

·   ′ ·   ′
·   ′ ·    ·   ′

× 식(4.26)

여기서, 
′ :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

 :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 :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 (kN/m
3
)

 :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지하수위 상부의 토층 두께 (m)

 : 지하수위 하부의 토층 두께(m)

′ : 지진시 지표면 재하하중 (kN/m
2
)

 : 지반면 수평지진계수

6. 안정 계산시 양압력은 아래와 같이 작용시킨다. 

계획담수위

h
1

l
1

l
2

l
3

l
4 l
5

l
6

L1
d 1

L2

d 2

L.W.L.

L3 l
7 l
8d 3

h
2
Δ

h

U px

lx

그림 4.3.5 안정계산시 양압력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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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4.27)

여기서,  : 임의의 점의 양압력 (kN/m
2
)

∆ : 상하류 수위차(  ) (m)

 : 상류단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침투경로장 (m)

 : 전침투경로장 (m)

 :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3)

 : 임의의 점의 바닥판 또는 물받이의 두께

7. 빙압은 한랭지에 있는 수문 등에 동결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한

다. 빙압은 현지 기온의 상승률, 얼음두께, 양안의 상황, 결빙면에 대한 직사광선

의 정도 등 여러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 그림 4.3.6은 기존의 실측 자료로부터 산

정한 얼음두께와 빙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태양 복사를 무시한 경우

     

(b) 태양 복사를 고려한 경우

   

      

(주) 1. 횡축의 빙압: 빙판의 수문 축방향 1m당의 값

2. 기호의 의미

───: 저수지 양안이 무구속인 경우 A : 기온상승률 2.8˚C/h

: 저수지 양안이 완전구속인 경우 B : 기온상승률 5.6˚C/h

C : 기온상승률 8.4˚C/h

3. 저수지 양안 무구속 : 양안의 경사가 완만하여 빙판이 미끄러져 오를 수 있는 상태

저수지 양안 완전구속 : 양안이 급경사로 결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림 4.3.6 얼음의 두께와 빙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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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 시 적용하는 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표 4.3.1 수문구조물의 안전계산시 적용하는 안전율

항 목 지 진 시 비 고

지 지 2

전 도 합력의 작용점이 중앙 2/3이내

활 동 1.2

상기의 값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2차원적인 안정계산을 행한다(수류방향의 안정계산

시는 수류방향의 하중밖에 고려치 않는다).  허용지지력의 경우, <표 4.3.2>에서의 

값을 사용한다면 중복해서 안전율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말뚝기초의 경우, 활동 및 지지력에 대해서는 말뚝의 수평지지력과 연직지지력에 

대해 검토하면 된다.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구조물 하류단에서 취한 모멘트에 

대해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해야 한다(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과 허용변위량 등은 도

로교 시방서 하부구조편 참조). 단, 이때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말뚝의 인발저항

을 고려할 수 있다.

9.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 시 적용하는 지반지지력 및 마찰계수는 표 4.3.2와 같다. 

기초지반의 종류

허용지지력

(kN/m2) 마찰계수
비고

상시 지진시 qu(kN/m
2
) N값

암반

균열이 적은 경암

균열이 많은 경암

연암

981

558

294

1470

883

441

0.7

0.7

0.7

9810 이상

9810 이상

981 이상

-

-

-

자갈층
조밀한 것

느슨한 것

588

294

883

441

0.6

-

-

-

-

사질지반
조밀한 것

중간 것

294

196

441

294

0.6

0.5

-

-

30〜50

15〜30

점성토

지반

매우 단단한 것

단단한 것

중간 것

196

98.1

49

294

147

73.5

0.5

0.45

196〜392

98.1〜196

49〜98.1

15〜30

8〜15

4〜8

표 4.3.2 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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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 결과,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보강을 실시하여 안정

성을 확보토록 한다.

[해설] 수문 구조물의 안정성이 부족하면 상세 동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建設省河川砂防技術基準(案) 등 외국의 기준에서 수문의 안정성

에 관한 동해석기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유사정적해석결과 안

정성이 부족하면 필요한 보강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12. 수문의 응력검토

수문의 응력 검토는 문주, 언주, 바닥상판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이때, 하중조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중간 구체 식(4.28)

          : 단부 구체 식(4.29)

여기서, D : 고정하중

E : 지진하중

 : 토피두께에 따른 연직하중 에 대한 보정계수

토피두께 2m 이내면  = 1.0

토피두께 2m 이상이면  = 1.05 - 0.025h≥0.875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연직하중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수평하중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0.85, 압축 0.65,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75

가. 문주

문주의 응력은 설계하중에 대해 문주의 형태에 따라 캔틸레버 또는 라멘으로서 모

멘트 및 축력, 전단력을 구해 계산한다.  이때, 문틀부의 2차 콘크리트부는 유효단

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 언주

언주의 응력은 설계하중에 대해 바닥판에 고정된 캔틸레버로서 모멘트 및 축력, 전

단력을 구해 계산한다.  이때, 문틀부의 이차 콘크리트부는 유효단면으로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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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 언주단부가 원호처리된 경우, 아래에 표시된 유효길이에 문주로부터의 

하중을 등분포 시키며 언주단부의 원호처리부 경우, 유효길이의 배근에 준해 철근

은 배근한다.  문주와 언주, 언주와 바닥상판과의 결합부는 응력집중을 피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배근할 필요가 있다.

유심 직각방향에 의해 결정된 철근

용
심
철
근

용
심
철
근

보강철근

그림 4.3.7 언주의 배근

D/2 D/2BAC

D

L

              

그림 4.3.8 언주의 철근상세

다. 바닥상판

바닥상판의 응력은 본체의 형식에 따라, 설계하중에 대해 언주에 고정된 캔틸레버 

또는 탄성바닥위의 보로서 모멘트 및 축력, 전단력을 구해 계산한다. 

(1) 본체가 역 T형인 경우

언주상판의 경우 언주에 고정된 캔틸레버로서 응력을 계산하고, 중간상판의 경우 

탄성바닥위의 보로서 응력을 계산한다.

   

 유효길이

전체길이

 원호반경

 문틀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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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체가 U형인 경우

탄성바닥위의 보로서 모멘트 및 축력, 전단력을 구해 응력계산을 한다.

(ㄱ) 수류직각 방향

아래에 표시한 하중조건의 예처럼, 탄성바닥위의 보로서 모멘트 및 축력, 전단력을 

구해 응력계산을 한다.

P2

W2

P1

M 1 M 1W 1
'

P1

W2
'

P2
'

U

'

그림 4.3.9 바닥상판에 작용하는 하중(수류직각방향)

여기서,  : 양압력

 , 
′ : 언주로부터의 연직력 (문짝을 올린 경우 문짝중량 포함)

 , 
′ : 언주로부터의 수평력

 : 물의 중량, 바닥상판의 자중 등 (문짝을 내린 경우 문짝중량 포함)

 , 
′ : 토사중량

 , 
′ : 언주로부터의 모멘트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 배치점에 말뚝을 스프링으로 작용시켜 각 지점이 반력에 

따라 지점침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한 연속보로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ㄴ) 수류 방향

그림 4.3.10에 나타낸 하중조건(하중조건의 예)에 대해 탄성바닥위의 보로 모멘트

와 축력, 전단력을 구해 응력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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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P

W

U

'

그림 4.3.10 바닥상판에 작용하는 하중(수류방향)

여기서,  : 양압력

 ,  ′: 언 상하류 물의 중량

 : 문짝의 중량

13. 말뚝기초로 지지된 구조물의 경우, 기초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허용응력이하여야하

고, 말뚝두부반력(지지 및 인발)이 허용력이하여야 하며, 기초의 변위가 허용변위이

하여야 한다(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과 허용변위량 등은 도로교 시방서 하부구조편 

참조).

14. 수문의 구조해석 시 해석모델은 해설그림 4.3.11, 해설그림 4.3.12과 같다. 단부

언 주의 경우, 수치해석시 주변 흙을 스프링으로 처리한다.

[해설] 유사정적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시 주변 흙을 스프링으로 처리할 때, 압축에

만 작용토록 규정필요(수동토압 대용).

(a) 박스형 (b) U형 (c) 역 T형

해설그림 4.3.11 수류직각방향 수문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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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12 수류방향 수문의 모델링

15.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문주 및 언주의 휨내하력과 전단내하력은 아래와 같이 산정

한다.

[해설] 휨내하력 산정시는 철근으로 둘러싸인 전체단면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예1의 빗금친 부분을 생략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예2의 경우

X방향에 대한 조사시 중립축부근의 콘크리트가 휨내하력에 주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사선부가 충진되었다고 고려해도 좋다. 전단내하력의 산출에 있어서는 돌출

부 및 절곡부에 의한 전단력의 부담 메커니즘의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X 방향

Y 방향

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내하력 전단내하력

X 및

Y 방향

(b) 단면정수 산출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3.13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정수 산정범위 (예 1)



- 57 -

X 방향

Y 방향

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내하력 전단내하력

X 방향

Y 방향

(b) 단면정수 산출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3.14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정수 산정범위 (예 2)

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내하력 전단내하력

X 방향

Y 방향

(b) 단면정수 산출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3.15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정수 산정범위 (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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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리교의 내진성능평가

관리교의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에 의해 실시한다.

17. 문짝의 경우, 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지진시의 할증을 고려한 허용응력 이하인 것

을 조사한다. 또, 암과 같이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좌굴의 발생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설] 통문은 지진시 열려 있으며, 이때, 문짝은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지진력을

받아도 평시 수압작용을 받는 것에 비해 하중량이 적으므로 통문의 문짝은 내진성

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문은 지진시 닫혀 있으며 이때, 문짝은 지

진력을 받아 평시 수압작용을 받는 것에 비해 하중량이 크므로 수문의 문짝은 내진

성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국내의 수문문짝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으

므로 ダム·堰施設技術基準(案)(基準解說編·マニュアル編, 平成 11年)을 필요시 참조

할 수 있다.

ダム·堰施設技術基準(案)(基準解說編·マニュアル編, 平成 11年)에서 레벨1 지진하에

서 진도법과 허용응력법(안전율 2.0)의 개념으로 설계된 문짝은 레벨2 지진하에서도

필요한 내진성능을 보인 경험에 근거하여 문짝은 레벨1 지진하에서 진도법과 허용

응력법만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설계기준상의 지진규모와 일

본의 문짝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수문의 문짝은 토목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과

같은 지진하중하에서 탄성거동토록 관련기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강

을 실시한다. 문짝은 강재구조물로서 콘크리트구조물에 비해 보강이 용이하므로 진

도법에 의한 검토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강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 것이

다. 한편, ダム·堰施設技術基準(案)(基準解說編·マニュアル編, 平成 11年)에서 문짝

에 대한 동해석기법 및 그때에 적용할 안전율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짝을 동해

석에 의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수문구조물에 대한 동해석시

문짝은 모델로서 수치해석에 참여는 할 수 있다. 단, 동해석시 문짝에 발생된 응력

에 대해 진도법시 적용할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문짝의 안전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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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평가결과 검토

평가 결과, 본 평가 1단계의 각 수행조사 및 해석 항목의 만족 여부에 따라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라도 불만족으로 판정될 경우 보다 정밀한 평가 2 단계를 실시하

여야 한다. 

1. 통문의 문주는 지진시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 내진 성능 평가 2단계를 실시한다.

2. 수문의 내하력에 대한 간편해석 결과, 수문은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 성능 평가 2단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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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단계 평가

4.4.1 2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 취득

2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단계 평가시에 실시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로부터 동적 물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존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4.4.2 통문의 상세 해석

1. 통문의 암거 및 날개벽의 지진시 안전성은 필요한 액상화 보강조치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가정한다.

2. 암거 등의 말뚝기초의 경우, 소성화가 생겨도 암거 등을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문주 및 조작대는 암거상부에 고정된 구조물로 하여 수평 2축지진을 조합하여 고

려하며, 자중과 지진력만을 고려한다. 이때, 수문은 열려 있다.

4.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 하중은 1단계 평가시와 같다.

5.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D는 고정하중

        E는 지진하중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1.0, 압축 0.8,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

6. 통문의 상세 해석 시 동해석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주파수특성이 다른 

3개의 지진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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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수문의 상세해석

1. 지진 발생시 수문은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해 필요한 보강조치 및 필요한  

액상화 보강조치를 통해 소요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한다. 

2. 응력 검토 시 고려할 하중조합은 1단계 평가시와 같다. 지진과 고수위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수문 상하류의 수위 및 양압력은 수문조작상 가능한 

최대 상하류차 수위에 대해 적용한다.

3. 지진력은 수평 2축지진을 조합하여 고려한다. 수문의 상세 해석 시 동해석을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주파수특성이 다른 3개의 지진동을 사용한다.

4. 지진시 동수압은 Westergaard의 간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되 이를 부가질량으로 

환산하여 모델링에 참여시킨다.

5. 지진시 토압은 수정 모노노베-오카베 공식을 활용하여 1단계 평가에서와 같이   

산출한다.

6. 양압력 및 빙압은 1단계 평가에서와 같이 작용시킨다.

7. 수문의 응력검토

수문의 응력 검토는 문주, 언주, 바닥상판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이때, 하중조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중간 구체 식(4.30)

          : 단부 구체 식(4.31)

여기서, D : 고정하중

E : 지진하중

 : 토피두께에 따른 연직하중 에 대한 보정계수

토피두께 2m 이내면  = 1.0

토피두께 2m 이상이면  = 1.05 - 0.025h≥0.875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연직하중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수평하중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1.0, 압축 0.8,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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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문의 구조해석 시 해석모델은 1단계 평가시와 같다. 

9.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문주 및 언주의 휨내하력과 전단내하력은 1단계 평가시와 

같이 산정한다. 

10. 수문구조물에 대한 동해석시 문짝은 모델로서 수치해석에 참여는 할 수 있다. 단, 

동해석시 문짝에 발생된 응력에 대해 진도법시 적용할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문짝의 

안전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관리교의 내진성능평가 관리교의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의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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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보고서의 서술형식 및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반보고서의 서술 형식을 

따를 수 있다.

5.1.1 문장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문장 전후의 연결이 명확하여야 한다.

5.1.2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수문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

야 한  다.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 수문의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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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황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본문은 평가 흐름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1. 서론 :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범위

2. 현황조사보고서 : 지진하중, 기초자료조사, 현장답사

3. 예비평가보고서 : 개요, 수문 안정성에 대한 예비평가, 결론

4. 평가 1단계 보고서 : 개요, 현장 및 실내시험, 간편해석, 평가 및 결론

5. 평가 2단계 보고서 : 개요, 상세해석, 평가 및 결론

6. 결론

7. 내진성능 평가표 : 평가 대상 수문의 기초자료와 내진성능 평가의 단계별 평

가 결과를 요약한 평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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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효교제 배수문 내진성능평가 예제

B. 신폰제 배수문 내진성능평가 예제

C. 내진성능평가표

D. 기초 내진성능 평가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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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효교제 배수문 내진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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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제 1

1. 내진성능평가 대상구조물 제원

내진성능 평가 대상구조물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과 삽교읍 일원에 위치한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이다.

부록그림 A.1.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평면도

부록그림 A.2.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측면도

부록그림 A.1과 부록그림 A.2에 대상구조물의 평면도와 측면도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

림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문조작대 및 문기둥이다. 이들의 높이는 약 3m

이고, 폭은 약 4m 이다. 수문조작대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부록그림 A.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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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평면도 (b) 정면도

부록그림 A.3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상부에 위치한 수문조작대의 평면도, 정면도

2. 내진성능 예비평가

내진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전 단계

로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예비평가는 기초형식, 기초지반, 설계진도, 내진설계와 같은 

기존 자료를 사용하며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의 필요 여부

를 결정한다. 예비평가의 흐름도는 평가요령의 3.1절을 참조한다.

2.1 자료조사 및 분석

내진성능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기초형식, 기초지반, 설계진도, 내진설계와 같은 항

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4개의 항목과 관련된 아래의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 하천구조물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 지질주상도

-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2.2 예비평가 지표의 설정

2.2.1 기초형식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1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초형식에 따라서 3가지의 지표가 있

다. 대상구조물은 직접기초형식으로 지표는 C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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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초지반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2절에서는 토질과 N값을 이용하여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

상구조물의 지층상태는 부록그림 A.4와 같다. 따라서 지표는 C2이다.

부록그림 A.4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지질주상도

2.2.3 상정진도에 따른 지표설정

해당 수문이 위치한 지역의 최고설계진도에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요령 3.3.3절에서는 2

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진성능 평가요령 

2.2.5절에 의해서 I 구역이고 지표는 C3이다.

2.2.4 내진설계 유무에 따른 지표설정

수문 설치당시 내진설계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설치당

시 내진설계 무고려로 가정하여 지표는 B4이다.

2.2.5 예비평가로 결정된 지표

<표 A.1>는 내진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구한 4개의 지표값을 정리한 것이

다.

판정기준 기초형식 기초지반 상정진도 내진설계

대상구조물 직접기초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I구역

설치시 내진설계

무고려

지표 c1 c2 c3 b4

부록표 A.1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내진등급 판정을 위한 지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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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등급의 판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4의 <그림 3.4.1>을 통해서 대상구조물의 내진성능 등급을 구

한다.

(기초형식)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

지표 기초형식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1～5m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상정진도)

지표 해당구조물이 있는 지역
의 상정설계진도

b3 Ⅱ 구역 

c3 Ⅰ 구역 

(내진설계)

지표 설치시 내진설계

a4 설치시 내진설계 고려

b4 설치시 내진설계 무고려

(지반·기초의 평가지표)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지진력의 평가지표)

지진력

b3 c3

내진

설계

a4 a2' a2'

b4 b2' c2'

(내진등급)

지반·기초

a1' b1' c1'

지

진

력

a2' A A A

b2' A B C

c2' A B C

부록그림 A.5 수문의 내진등급 판정 결과

부록그림 A.5에 나타낸 내진등급 판정 결과와 같이 대상 구조물은 내진등급이 C등급이

므로 상세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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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성능 상세평가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현장조사, 실내실험, 간편해석, 상세해석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조사

에서는 육안조사를 비롯한 현장 시험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결과와 실내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간편해석을 

수행한다. 간편해석은 정적해석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

진성능 평가 2단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1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

구조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액상화 판정을 위해 SPT시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

석실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험과 시험은 내진성능 평가요령 4.2절을 참조한다.

3.2 1단계 평가

3.2.1 액상화 판정

아래의 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느슨한 포화 사질토층은 지진시에 액상화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액상화 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 지하수위가 구조물 지반면으로부터 10m이내에 있고, 동시에, 지반면으로부터 20m이

내의 깊이에 존재하는 포화사질토층

㉡ 세립분 함유율 Fc가 35%이하, 또는 Fc가 35%를 넘어도 소성지수 Ip가 15이하인 토층

㉢ 평균 입경 D50이 10mm 이하이고, 동시에, 10% 입경 D10이 1mm 이하인 토층.

대상구조물의 경우에는 부록표 A.2과 같이 지하수위가 구조물 지반면으로부터 10m이내

에 있고, 동시에, 지반면으로부터 20m이내의 깊이에 존재하는 포화사질토층이 있다.

부록표 A.2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지하수위

공 번
표 고

EL(+),m

공내 지하수위 수위분포 지층

GL(-),m EL(+),m 토 층 통일분류

BH(효)-3 13.5 3.5 10.0 퇴적층 SM

대상구조물의 경우에는 <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립분 함유율 가 35%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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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5%를 넘어도 소성지수 가 15이하인  토층에 해당된다. 또한 평균 입경 D50이 

10mm 이하이고, 동시에, 10% 입경 D10이 1mm 이하인 토층에 해당된다.

부록표 A.3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 지층 물성

공 번

채취

심도

(m)

Wn

(%)
Gs

Atterberg
Limits(%)

Grain Size Distribution
(% Finer than)

USCS

LL PI
#4

(4.75mm)

#10

(2.0mm)

#40

(0.425mm)

#200

(0.075mm)
5 μm

BH(효)-3 4.5 17.4 2.604 NP NP 77.77 76.58 31.79 6.54 - SP-SM

지진시에 액상화 판정을 수행하는 토층에서 액상화에 대한 저항율 FL을 다음 식으로부

터 산출하여 이 값이 1.0 미만인 토층은 액상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록식A.3.1)

여기서,  : 액상화에 대한 저항율

 : 동적 전단 강도비

 : 지진시 전단 응력비

식 (A.3.1)에서 동적 전단 강도비(R)은 다음의 식에 의해서 구한다.

   ·  (부록식A.3.2)

여기서,  : 지진동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반복 삼축 강도비

 











  ≤ 

  


   ≤ 
   

(부록식A.3.3)

액상화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식 (A.3.1)에 의한 동적 전단 강도비(R)와 지진시 

전단 응력비(L)를 구해야 한다. 먼저. 동적 전단 강도비(R)를 계산하기로 한다.

동적 전단 강도비(R) 계산은 식 (A.3.2)를 이용한다. 반복 삼축 강도비()는 사질토인지 

자갈토인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구한다.

<사질토의 경우>

   ·    (부록식A.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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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록식A.3.5)

 











  ≤   

  
 

 ≤   
 ≤ 

(부록식A.3.6)

    ≤   

    ≤ 
(부록식A.3.7)

<자갈토의 경우>

   · log  (부록식A.3.8)

여기서,  : 표준관입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N값

 : 유효 상재압 (98.1kN/m
2
)상당으로 환산한 N 값

 , :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N값의 보정계수

 : 세립분 함유율(%)(입경 75μm이하 흙 입자의 통과질량 백분율)

 :평균입경(mm)

※ 사질토와 자갈토는 평균 입경 D50이 2mm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  ×  ·     ≤  
(부록식A.3.9)

여기서,  : 입도의 영향을 고려한 보정 N값

대상구조물의 지반은 평균 입경 D50이 2mm 이하로 반복 삼축 강도비 RL은 사질토의 경

우에 의하여 계산한다. 지질주상도에 의하면 구조물하부로부터 약 5m 에 걸쳐 N값이 8

인 모래층이 있으며 포화되어 있다. 그 하부에는 매우 단단한 모래층이 있으며 액상화 

가능성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조물직하의 모래층에 대한 액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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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A.4 흙의 간극률, 간극비 및 단위중량

흙의 종류
흙의 

상태

간극률

(%)
간 극 비

단위중량(tf/m3)

건 조 전 체 포 화

모래질 자갈
느슨 38～42 0.61～0.72 1.4～1.7 1.8～2.0 1.9～2.1

촘촘 18～25 0.22～0.33 1.9～2.1 2.0～2.3 2.1～2.4

거친 모래, 중간

모래

느슨 40～45 0.67～0.82 1.3～1.5 1.6～1.9 1.8～1.9

촘촘 25～32 0.33～0.47 1.7～1.8 1.8～2.1 2.0～2.1

균등한

가는 모래

느슨 45～48 0.82～0.82 1.4～1.5 1.5～1.9 1.8～1.9

촘촘 33～36 0.49～0.56 1.7～1.8 1.8～2.1 2.0～2.1

거친 실트
느슨 45～55 0.82～1.22 1.3～1.5 1.5～1.9 1.8～1.9

촘촘 35～40 0.54～0.67 1.6～1.7 1.7～2.1 2.0～2.1

실     트
연약 45～50 0.80～1.00 1.3～1.5 1.6～2.0 1.8～2.0

중간 35～40 0.50～0.67 1.6～1.7 1.7～2.1 2.0～2.1

견고 30～35 0.43～0.49 1.8～1.9 1.8～1.9 1.8～2.2

소성이

작은 점토

연약 50～55 1.00～1.22 1.3～1.4 1.5～1.8 1.8～2.0

중간 35～45 0.54～0.82 1.5～1.8 1.7～2.1 1.9～2.1

견고 30～35 0.45 ～0.54 1.8～1.9 1.8～2.2 2.1～2.2

소성이

큰 점토

연약 60～70 1.50～2.30 0.9～1.5 1.2～1.8 1.4～1.8

중간 40～55 0.67～1.22 1.5～1.8 1.5～2.0 1.7～2.1

견고 30～40 0.43～0.67 1.8～2.0 1.7～2.2 1.9～2.3

 ※ 참고문헌 : 『토질역학』, 정인준, 김상규(1983), 동명사, page 15.

상기로부터 현 대상지반의 포화단위중량을 19(kN/m
3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하

부 1m의 경우 는 19(kN/m
2
), 

′ 는 9(kN/m
2
)이다.

사질토의 경우 가 6.5%이므로 은 1, 는 0 이다.   · 
′   = 17.2 = .

가 14보다 큰 값이므로 계산된 RL은 0.28이다.

RL은 0.28이므로  = 3.3×0.28 + 0.67 = 1.6 이다. 따라서 R은 1.6×0.28 = 0.45 이다.

식 (A.3.1)에서 지진시 전단 응력비(L)은 다음의 식에 의해서 구한다.

   ·  · 
′ (부록식A.3.10)

여기서,  : 지진시 전단 응력비의 깊이 방향의 저감계수

 : 액상화의 판정에 이용하는 설계수평진도

 : 전 상재압 (kN/m
2
)


′ : 유효 상재압 (kN/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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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록식A.3.9)의 지진시 전단 응력비(L)을 구하기 위한 계수들은 식 (부록식A.3.11)~

식 (부록식A.3.13)에 의해서 구한다.

    (부록식A.3.11)

여기서,  : 지표면에서부터의 깊이 (m)

        (부록식A.3.12)


′    

′    (부록식A.3.13)

여기서,  : 지하수위면 보다 얕은 위치에서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지하수위면 보다 깊은 위치에서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 : 지하수위면 보다 깊은 위치에서의 흙의 수중 단위체적중량 (kN/m3)

 : 지하수위의 깊이 (m)

   

지진시 전단 응력비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액상화 설계수평진도()는 평가대상 구조

물이 위치한 구역(Ⅰ구역: 0.11) 및 SD 지반계수(1.5)를 감안할 때, 0.165에 해당한다.

    = 0.99,    ·  · 
′  = 0.99×0.165×19/9 = 0.345

액상화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적 전단 강도비(R)와 지진시 전단 응력

비(L)를 계산한 결과, R = 0.45, L = 0.345를 이용하여 식 (부록식A.3.1)을 계산하면 FL은 

1.0의 값보다 크므로 대상구조물의 토층에서는 지진시에도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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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통문의 간편해석

통문의 간편해석은 부록그림 A.6에 의해서 지진시 통문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한다.

h'V1 V1

P1P2 P2

V1Kh V1Kh

P2K h P1K h P2K h

V2K h

V2

P1K

(a) 수류직각방향

           

V1

V

P2 P/21

2

P2Kh

Kh/2

V2/2

V1K h

P1Kh/2'

P1Kh /2

(b) 수류방향

              

부록그림 A.6 지진시 통문의 작용하중

대상구조물의 간편해석을 위해 필요한 하중 값을 부록표 A.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하중값 구분 하중값

V1 3.72 ton V1kh 0.61 ton

V2 11.39 ton V2kh 1.88 ton

P1 5.0 ton P1kh 0.83 ton

P2 0.5 ton P2kh 0.08 ton

P'1 1.0 ton P'1kh 0.17 ton

부록표 A.5 간편해석을 위한 하중값 정리 kh = 0.165 (SD 지반가정)

3.2.2.1 대상 구조물 모델링

(a) 구조물 전경 (b) 수류직각방향 (c) 수류방향

부록그림 A.7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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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A.1과 부록그림 A.2의 문주를 부록그림 A.7와 같이 모델링 하고 부록그림 

A.6에 나타낸 방법으로 하중을 입력하였다.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의 부록표 A.6와 같다.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지진하중으로 조합되고 지진하중은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두 가

지를 조합하였다.

구분 하중조합

통문의 간편해석
A

Envelope

(1.0)[E:지진하중(+방향)], (1.0)[E;지진하중(-방향)]

B (1.200)[D;사하중] + (1.000)[A:Envelope]

부록표 A.6 하중조합

3.2.2.2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수류직각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의 부록그림 A.8과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A.8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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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 하단 z축 131.844 -12.309 0.000 43.623 0.000 46.178 0.201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6985.82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단면형상 단면제원

B = 550.00 mm , H = 900.00 mm No. y (mm) z (mm)

z

y

1 -340.220 384.780

2 -340.220 84.780

3 -90.220 84.780

4 -90.220 -515.220

5 209.780 -515.220

6 209.780 384.780

· 총 사용철근 : Ast = 3438.00 mm2

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250.217 294.783 2 D19 250.217 174.783

3 D19 0.217 -225.217 4 D19 0.217 -25.217

5 D19 0.217 174.783 6 D19 0.217 294.783

7 D19 -119.783 294.783 8 D19 -119.783 174.783

9 D19 -119.783 -25.217 10 D19 -119.783 -225.217

11 D19 0.217 -425.217 12 D19 -119.783 -4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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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r = I/A : 회전반경 y축 = 0.264 m

z축 = 0.141 m

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 하단 1.000 9.843 23.730 단주 1.000 18.446 37.386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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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 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024070 m
4

Izz = 0.006854 m
4

Ag = 345000.00 mm
2

Iux = 2.600 m

Iuy = 2.600 m

kx = 1.000

ky = 1.000

ρ = 0.0100

Pu = 131.84 kN

Mu = 45.51 kN·m

θ = -80.30°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109 m

ØPb = 3316.15 kN

ØMb = 360.33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0.345 m

ØPn = 618.88 kN

ØMn = 213.60 kN·m

▪ 사용철근량

As = 3438.00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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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 하단 46.18 kN 1.15 kN 46.19 kN 131.84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46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66.73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200.05 kN 100.03 kN 46.18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81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66.73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200.05 kN 100.03 kN 1.15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수류직각 방향에 대한 해석결과 문주의 축하중, 모멘트, 전단에 대한 내하력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류방향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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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수류방향 해석결과

수류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의 부록그림 A.9와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A.9 수류방향 해석결과

3.2.2.5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 하단 z축 146.099 31.440 0.000 -17.243 0.000 -24.432 -0.022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6985.82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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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형상 단면제원

B = 550.00 mm , H = 900.00 mm No. y (mm) z (mm)

z

y

1 -209.780 384.780

2 -209.780 -515.220

3 90.220 -515.220

4 90.220 84.780

5 340.220 84.780

6 340.220 384.780

· 총 사용철근 : Ast = 3438.00 mm2

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250.217 294.783 2 D19 250.217 174.783

3 D19 0.217 -225.217 4 D19 0.217 -25.217

5 D19 0.217 174.783 6 D19 0.217 294.783

7 D19 -119.783 294.783 8 D19 -119.783 174.783

9 D19 -119.783 -25.217 10 D19 -119.783 -225.217

11 D19 0.217 -425.217 12 D19 -119.783 -425.217

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r = I/A : 회전반경 y축 = 0.264 m

z축 = 0.141 m

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 하단 1.000 9.843 32.200 단주 1.000 18.446 40.000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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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 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024070 m
4

Izz = 0.006854 m
4

Ag = 345000.00 mm2

Iux = 2.600 m

Iuy = 2.600 m

kx = 1.000

ky = 1.000

ρ = 0.0100

Pu = 146.10 kN

Mu = 66 kN·m

θ = 62.12°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198 m

ØPb = 2182.44 kN

ØMb = 431.74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0.451 m

ØPn = 769.06 kN

ØMn = 346.52 kN·m

▪ 사용철근량
As = 3438.00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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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 하단 -24.43 kN 21.72 kN 32.69 kN 146.10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46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67.50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200.63 kN 100.31 kN -24.48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81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48.57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86.43 kN 93.22 kN -21.72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3.2.2.6 평가결과 검토

간편해석을 통해 대상구조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내진검토를 종료하여야 하나 2단계 평가과정을 보이기 위해 2단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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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단계 평가

3.3.1 2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 취득

2단계 평가를 위해서 1단계 평가시에 실시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상세해석

을 실시한다.

3.3.2 통문의 상세 해석

3.3.2.1 대상 구조물 모델링

(a) 구조물 전경             (b) 수류직각방향             (c) 수류방향

부록그림 A.10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해석대상 구조물은 1단계 평가의 간편해석에서 사용된 구조물과 같다. 하중은 구조물의 

자중과 문주(기둥) 하단부에 아래 부록그림 A.11 ~ 부록그림 A.13와 같은 인공지진파를 

입력했다. 주파수 특성이 서로 다른 3개의 인공지진파를 입력하여 상세해석을 실시했다.

3.3.2.2 인공지진파 종류

지진계수 Ca와 Cv는 예비조사를 통한 지반종류와 대상구조물의 지진구역 계수를 토

대로 평가요령 2.2.7절의 표 2.2.7과 표 2.2.8을 통해서 구한다. 지반종류는 Sc 이나 본 예

제를 위해 SD 로 가정하면  지진구역이 Ⅰ구역 이므로 Ca의 값은 0.16이고 Cv의 값은 

0.23이다.

본 예제에서의 인공지진파는 Ca=0.16, Cv=0.23이고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5초, 20초,

25초로 3가지이다. 또한 강진 지속 시간을 8초, 12초, 15초로 달리하여 생성되었다. 평가

요령 2.2.7절의 기술된 바와 같이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0초에서 25초 정도로 생성되어

야 하며, 강진 지속 시간은 6초에서 1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인공지진의 응답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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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적으로 생성

시킨 지진기록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15초, 강진 지속 시간 : 8초
부록그림 A.11 인공지진파 A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0초, 강진 지속 시간 : 12초
부록그림 A.12 인공지진파 B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5초, 강진 지속 시간 : 15초
부록그림 A.13 인공지진파 C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지진하중을 조합하였으며 지진하중은 X축과 Y축,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여 인공지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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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총 4개의 조합이 필요하다. 본 예제에서는 8가지의 조합을 가정하였다. X축은 

수류직각 방향이고 Y축은 수류방향이다.

그림표 A.7과 같이 해석결과를 조합하여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하중조합

1번 인공지진파

a + [(1.0)x방향] + [(0.3)y방향]

b + [(1.0)x방향] - [(0.3)y방향]

c - [(1.0)x방향] + [(0.3)y방향]

d - [(1.0)x방향] - [(0.3)y방향]

e + [(0.3)x방향] + [(1.0)y방향]

f + [(0.3)x방향] - [(1.0)y방향]

g - [(0.3)x방향] + [(1.0)y방향]

h - [(0.3)x방향] - [(1.0)y방향]

2번 인공지진파

i + [(1.0)x방향] + [(0.3)y방향]

j + [(1.0)x방향] - [(0.3)y방향]

k - [(1.0)x방향] + [(0.3)y방향]

l - [(1.0)x방향] - [(0.3)y방향]

m + [(0.3)x방향] + [(1.0)y방향]

n + [(0.3)x방향] - [(1.0)y방향]

o - [(0.3)x방향] + [(1.0)y방향]

p - [(0.3)x방향] - [(1.0)y방향]

3번 인공지진파

q + [(1.0)x방향] + [(0.3)y방향]

r + [(1.0)x방향] - [(0.3)y방향]

s - [(1.0)x방향] + [(0.3)y방향]

t - [(1.0)x방향] - [(0.3)y방향]

u + [(0.3)x방향] + [(1.0)y방향]

v + [(0.3)x방향] - [(1.0)y방향]

w - [(0.3)x방향] + [(1.0)y방향]

x - [(0.3)x방향] - [(1.0)y방향]

최대RS y Envelope [a,b,c,d,e,f,g,h,i,j,k,l,m,n,o,p,q,r,s,t,u,v,w,x]

고정하중 z (1.0)자중 + (1.0)권양기하중 + (1.0)관리교하중

최대하중 (1.0)고정하중 + (1.0)최대RS

부록표 A.7 하중조합

그림표 A.8 해석모델의 질량참여율

Mode No
X-방향 

누가질량(%)

Y방향 

누가질량(%)

Z방향 

누가질량(%)

1 93.75 0.00 0.00

2 93.75 92.18 0.25
3 93.76 92.18 0.25

. . . .

. . . .

. . . .
39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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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1 Mode 2

Mode 3 Mode 4

부록그림 A.14 해석모델의 모드별형상

3.3.2.3 해석결과

수류직각방향과 수류방향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에 의해 도출된 부재력은 아래 그림과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부록그림 A.15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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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A.16 수류방향 해석결과

3.3.2.4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하단
y축

75.436
22.370 0.000 88.285 0.000 28.043 0.362

z축 20.305 0.000 46.264 0.000 36.911 0.301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6985.82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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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형상 단면제원

B = 550.00 mm , H = 900.00 mm No. y (mm) z (mm)

z

y

1 -209.780 384.780

2 -209.780 -515.220

3 90.220 -515.220

4 90.220 84.780

5 340.220 84.780

6 340.220 384.780

· 총 사용철근 : Ast = 3438.00mm
2 

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250.217 174.783 2 D19 250.217 294.783

3 D19 -119.783 294.783 4 D19 0.217 294.783

5 D19 0.217 -225.217 6 D19 0.217 -25.217

7 D19 0.217 174.783 8 D19 -119.783 -225.217

9 D19 -119.783 -25.217 10 D19 -119.783 174.783

11 D19 0.217 -425.217 12 D19 -119.783 -425.217

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r = I/A : 회전반경 y축 = 0.264 m

z축 = 0.14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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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하단 1.000 9.843 30.959 단주 1.000 18.446 39.267 단주

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024070 m4

Izz = 0.006854 m4

Ag = 345000.00 mm2

Iux = 2.600 m

Iuy = 2.600 m

kx = 1.000

ky = 1.000

ρ = 0.0100

Pu = 75.44 kN

Mu = 99.67 kN·m

θ = -63.39°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187 m

ØPb = 2754.40 kN

ØMb = 515.79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1.321 m

ØPn = 244.63 kN

ØMn =323.23 kN·m

▪ 사용철근량
As = 3438.00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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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하단 36.91 kN 28.04 kN 46.36 kN 75.44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46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21.19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76.95 kN 88.48 kN 36.91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88.48 kN ≥ Vu = 36.91 kN 이므로 OK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81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247.58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98.07 kN 99.03 kN -28.04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99.03 kN ≥ Vu = 28.04 kN 이므로 OK

3.3.2.5 평가결과 검토

2단계 상세해석결과 문주의 축하중, 모멘트, 전단에 대한 내하력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문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한다. 상세해석결과 내하력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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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신촌제 배수문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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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제 2

1. 내진성능평가 대상구조물 제원

내진성능 평가 대상구조물은 삽교천 하류부 좌안측에 위치한 신촌제 배수문이다. 신촌

제 배수문의 제원은 부록그림 B.1과 같다.

부록그림 B.1 정면도

부록그림 B.2 측면도

부록그림 B.3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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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1과 부록그림 B.2, 부록그림 B.3에 대상구조물의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문조작대이다. 수문조작대

의 높이는 약 8m이고, 폭은 약 4m 이고 수문조작대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부록그림 B.4

에 나타내었다.

(a) 정면도

(b) 측면도

부록그림 B.4 신촌제 상부에 위치한 수문조작대의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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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5 신촌제 지질주상도

2. 내진성능 예비평가

내진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전 단계

로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예비평가는 기초형식, 기초지반, 설계진도, 내진설계와 같은 

기존 자료를 사용하며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평가 1단계의 필요 여부를 결

정한다. 예비평가의 흐름도는 평가요령의 3.1절을 참조한다.

2.1 자료조사 및 분석

내진성능 평가 대상구조물의 기초형식, 기초지반, 설계진도, 내진설계의 유무등을 통해 

예비평가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한다.

- 하천구조물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 지질주상도

-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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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비평가 지표의 설정

2.2.1 기초형식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1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초형식에 따라서 3가지의 지표가 있

다. 대상구조물은 기초형식은 단부지지말뚝으로 지표는 a1이다.

2.2.2 기초지반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2절에서는 토질과 N값을 이용하여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본 

예제에서는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이다. 따라서 지표는 

a2이다.

2.2.3 상정진도에 따른 지표설정

해당 통문이 위치한 지역의 최고설계진도에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요령 3.3.3절에서는 2

가지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대상구조물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진성능 평가

요령 2.2.5절에 의해서 Ⅰ구역이고 지표는 c3이다.

2.2.4 내진설계 유무에 따른 지표설정

평가요령의 3.3.4절에서는 통문 설치 당시 내진설계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설치당시 내진설계 무고려로 가정하여 지표는 b4이다.

2.2.5 예비평가로 결정된 지표

부록표 B.1은 내진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구한 4개의 지표값을 정리한 것

이다.

판정기준 기초형식 기초지반 상정진도 내진설계

대상구조물 지지말뚝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

Ⅰ구역
설치 시 내진설계 

무 고려

지표 a1 a2 c3 b4

부록표 B.1 신촌제 배수문 내진등급 판정을 위한 지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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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등급의 판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령 3.4의 그림 3.4.1을 통해서 대상구조물의 내진성능 등

급을 판정한다.

(기초형식)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

지표 기초형식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1～5m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상정진도)

지표 해당구조물이 있는 지역
의 상정설계진도

b3 Ⅱ 구역

c3 Ⅰ 구역

(내진설계)

지표 설치시 내진설계

a4 설치시 내진설계 고려

b4 설치시 내진설계 무고려

(지반·기초의 평가지표)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지진력의 평가지표)

지진력

b3 c3

내진

설계

a4 a2' a2'

b4 b2' c2'

(내진등급)

지반·기초

a1' b1' c1'

지

진

력

a2' A A A

b2' A B C

c2' A B C

부록그림 B.6 대상구조물의 내진등급 판정결과

내진등급 판정결과 A등급은 내진성능평가를 종료하고 B등급과 C등급은 내진성능 상

세평가를 진행한다. 본 예제에 해석대상 구조물은 부록그림 B.6의 내진등급 판정 결과와 

같이 내진등급이 A등급이나 예제를 위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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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성능 상세평가

3.1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

구조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액상화 판정을 위해 SPT시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

석실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험과 시험내용은 내진성능 평가요령 4.2절을 참조한다.

3.2 1단계 평가

3.2.1 액상화 판정

본 예제 대상구조물의 지층은 효교제 배수문보다 양호하므로 액상화 판정은 생략한다.

3.2.2 통문의 간편해석

통문의 간편해석은 부록그림 B.7 지진시 통문의 작용하중에 의해서 하중을 고려한다.

P1Kh'

P1Kh

P1

P2Kh

P2

P2Kh

P2

P2Kh

V2V2

V1Kh
V1

V1Kh
V1P1Kh'

P1Kh

P1

P2Kh

P2

P2Kh

P2

P2Kh

V2

V1Kh
V1

V1Kh
V1

(a) 수류직각방향

V1

V

P2 P/21

2

P2Kh

Kh/2

V2/2

V1K h

P1Kh/2'

P1Kh /2

(b) 수류방향

그림 B.3.1 지진시 통문의 작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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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조물의 간편해석을 위해 필요한 하중 값을 부록표 B.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하중값 구분 하중값

V1 42.5 ton V1kh 7.01 ton

V
'
1 32.2 ton V

'
1kh 5.31 ton

V2 31.0 ton V2kh 5.12 ton

P1 5.0 ton P1kh 0.83 ton

P2 0.0 ton P2kh 0.0 ton

P'1 1.0 ton P'1kh 0.17 ton

부록표 B.2 간편해석을 위한 하중값 정리  kh =0.165(SD 지반)

3.2.2.1 대상 구조물 모델링

(a) 구조물 전경

(b) 수류직각방향

(c) 수류방향

부록그림 B.8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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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B.1의 문주를 부록그림 B.7와 같이 모델링 하고 부록그림 B.7에 나타낸 방법

으로 하중을 입력하였다.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의 부록표 

B.3와 같다.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지진하중으로 조합되고 지진하중은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를 조합하였다.

구분 하중조합

통문의 간편해석
A

Envelope

(1.0)[E:지진하중(+방향)], (1.0)[E;지진하중(-방향)]

B (1.200)[D;사하중] + (1.000)[A:Envelope]

부록표 B.3 하중조합

3.2.2.2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수류직각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B.9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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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320.882 -999.410 2 D19 -220.882 -999.410

3 D19 -120.882 -999.410 4 D19 -20.882 -999.410

5 D19 79.118 -999.410 6 D19 179.118 -999.410

7 D19 279.118 -999.410 8 D19 379.118 -999.410

9 D19 469.118 -999.410 10 D19 469.118 -899.410

11 D19 469.118 -799.410 12 D19 469.118 -699.410

3.2.2.3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 하단 z축 742.365 -279.127 0.000 -476.771 0.000 -117.800 1.330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6985.82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단면형상 단면제원

B = 1400.00 mm , H = 2000.00 mm No. y (mm) z (mm)

z

y

1 -850.880 920.590

2 -850.880 420.590

3 -400.880 420.590

4 -400.880 -1079.410

5 549.120 -1079.410

6 549.120 920.590

· 총 사용철근 : Ast = 19195.5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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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19 469.118 -599.410 14 D19 469.118 -499.410

15 D19 469.118 -399.410 16 D19 -350.882 500.590

17 D19 -150.882 500.590 18 D19 469.118 -299.410

19 D19 469.118 -199.410 20 D19 469.118 -99.410

21 D19 469.118 0.590 22 D19 469.118 100.590

23 D19 469.118 200.590 24 D19 469.118 300.590

25 D19 -320.882 300.590 26 D19 -320.882 200.590

27 D19 -320.882 -99.410 28 D19 -320.882 -199.410

29 D19 -320.882 -299.410 30 D19 -320.882 -399.410

31 D19 -320.882 -499.410 32 D19 -50.882 840.590

33 D19 -150.882 840.590 34 D19 -320.882 -599.410

35 D19 -320.882 -699.410 36 D19 -320.882 -799.410

37 D19 -320.882 -899.410 38 D19 -320.882 400.590

39 D19 469.118 400.590 40 D19 -770.882 840.590

41 D19 -770.882 740.590 42 D19 -770.882 620.590

43 D19 -770.882 500.590 44 D19 -650.882 500.590

45 D19 -550.882 500.590 46 D19 -450.882 500.590

47 D19 -250.882 500.590 48 D19 -350.882 840.590

49 D19 -450.882 840.590 50 D19 -550.882 840.590

51 D19 -650.882 840.590 52 D19 -50.882 500.590

53 D19 49.118 500.590 54 D19 149.118 500.590

55 D19 249.118 500.590 56 D19 349.118 500.590

57 D19 469.118 500.590 58 D19 469.118 640.590

59 D19 469.118 740.590 60 D19 469.118 840.590

61 D19 349.118 840.590 62 D19 249.118 840.590

63 D19 49.118 840.590 64 D19 149.118 840.590

65 D19 -250.882 840.590 66 D19 -320.882 0.590

67 D19 -320.882 100.590

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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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I/A : 회전반경 y축 = 0.595 m

z축 = 0.340 m

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 하단 1.000 13.455 31.303 단주 1.000 23.548 26.975 단주

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 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751183 m
4

Izz = 0.245269 m
4

Ag = 2125000.00 mm
2

Iux = 8.000 m

Iuy = 8.000 m

kx = 1.000

ky = 1.000

ρ = 0.0090

Pu = 742.37 kN

Mu = 484.24 kN·m

θ = 103.18°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285 m

ØPb = 20946.67 kN

ØMb = 5973.51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0.652 m

ØPn = 7670.83 kN

ØMn = 5003.61 kN·m

▪ 사용철근량

As = 19195.50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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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 하단 -117.80 kN -9.50  kN 118.18  kN 742.37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132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644.45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233.34 kN 616.67 kN -117.80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16.67 kN ≥ Vu = -117.80 kN 이므로 OK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192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684.62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263.47 kN 631.73  kN -9.50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31.73 kN ≥ Vu = -9.50 kN 이므로 O.K

수류직각 방향에 대한 해석결과 문주의 축하중, 모멘트, 전단에 대한 내하력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류방향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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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수류방향 해석결과

수류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의 <그림 B.4.4>와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B.10 수류방향 해석결과

3.2.2.5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 하단 y축 709.539 -11.666 0.000 -737.450 0.000
-127.63

3
0.557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6985.82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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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320.882 -999.410 2 D19 -220.882 -999.410

3 D19 -120.882 -999.410 4 D19 -20.882 -999.410

5 D19 79.118 -999.410 6 D19 179.118 -999.410

7 D19 279.118 -999.410 8 D19 379.118 -999.410

9 D19 469.118 -999.410 10 D19 469.118 -899.410

11 D19 469.118 -799.410 12 D19 469.118 -699.410

13 D19 469.118 -599.410 14 D19 469.118 -499.410

15 D19 469.118 -399.410 16 D19 -350.882 500.590

17 D19 -150.882 500.590 18 D19 469.118 -299.410

19 D19 469.118 -199.410 20 D19 469.118 -99.410

21 D19 469.118 0.590 22 D19 469.118 100.590

23 D19 469.118 200.590 24 D19 469.118 300.590

25 D19 -320.882 300.590 26 D19 -320.882 200.590

27 D19 -320.882 -99.410 28 D19 -320.882 -199.410

29 D19 -320.882 -299.410 30 D19 -320.882 -399.410

31 D19 -320.882 -499.410 32 D19 -50.882 840.590

33 D19 -150.882 840.590 34 D19 -320.882 -599.410

35 D19 -320.882 -699.410 36 D19 -320.882 -799.410

37 D19 -320.882 -899.410 38 D19 -320.882 400.590

39 D19 469.118 400.590 40 D19 -770.882 840.590

41 D19 -770.882 740.590 42 D19 -770.882 620.590

43 D19 -770.882 500.590 44 D19 -650.882 500.590

45 D19 -550.882 500.590 46 D19 -450.882 500.590

47 D19 -250.882 500.590 48 D19 -350.882 840.590

49 D19 -450.882 840.590 50 D19 -550.882 840.590

51 D19 -650.882 840.590 52 D19 -50.882 500.590

53 D19 49.118 500.590 54 D19 149.118 500.590

55 D19 249.118 500.590 56 D19 349.118 500.590

57 D19 469.118 500.590 58 D19 469.118 640.590

59 D19 469.118 740.590 60 D19 469.118 840.590

단면형상 단면제원

B = 900.00 mm , H = 550.00 mm No. y (mm) z (mm)

z

y

1 -850.880 920.590

2 -850.880 420.590

3 -400.880 420.590

4 -400.880 -1079.410

5 549.120 -1079.410

6 549.120 920.590

· 총 사용철근 : Ast = 19195.5 mm2

- 121 -

61 D19 349.118 840.590 62 D19 249.118 840.590

63 D19 49.118 840.590 64 D19 149.118 840.590

65 D19 -250.882 840.590 66 D19 -320.882 0.590

67 D19 -320.882 100.590 　 　 　 　

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r = I/A : 회전반경 y축 = 0.595 m

z축 = 0.340 m

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 하단 1.000 13.455 33.810 단주 1.000 23.548 38.613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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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 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751183 m
4

Izz = 0.245269 m
4

Ag = 2125000.00 mm2

Iux = 8.000 m

Iuy = 8.000 m

kx = 1.000

ky = 1.000

ρ = 0.0090

Pu = 709.54 kN

Mu = 760.27 kN·m

θ = 142.61°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484 m

ØPb = 21956.08 kN

ØMb = 10627.42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1.071 m

ØPn = 9718.82 kN

ØMn = 10413.69 kN·m

▪ 사용철근량
As = 19195.50 mm2

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 하단 1.92 kN -127.63 kN 127.65 kN 709.54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132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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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743.00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307.25 kN 653.62 kN 1.92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53.62 kN ≥ Vu = 1.92 kN 이므로 OK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192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682.81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262.11 kN 631.05 kN -127.63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31.05 kN ≥ Vu = -127.63 kN 이므로 OK

3.2.2.6 평가결과 검토

평가결과, 대상구조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를 종료하여야 하나 2단계 평가과정을 보이기 위해 2단계 평가를 진행하도

록 한다. 통문의 문주가 지진시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내진 성능 평가 

2단계를 실시한다.

3.3 2단계 평가

3.3.1 2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 취득

2단계 평가를 위해서 1단계 평가시에 실시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상세해석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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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문의 상세 해석

3.3.2.1 대상 구조물 모델링

(a) 구조물 전경

(b) 수류직각방향

(c) 수류방향

부록그림 B.11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해석대상 구조물은 1단계 평가의 간편해석에서 사용된 구조물과 같다. 하중은 구조물

의 자중과 문주(기둥) 하단부에 아래 부록그림 B.12 ~ 부록그림 B.14과 같은 인공지진파

를 입력했다. 주파수 특성이 서로 다른 3개의 인공지진파를 입력하여 상세해석을 실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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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인공지진파 종류

지진계수 Ca와 Cv는 예비조사를 통한 지반종류와 대상구조물의 지진구역 계수를 토

대로 평가요령 2.2.7절의 표 2.2.7과 표 2.2.8을 통해서 구한다.

본 예제에서의 인공지진파는 Ca=0.16, Cv=0.23이고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5초, 20초,

25초로 3가지이다. 또한 강진 지속 시간을 8초, 12초, 15초로 달리하여 생성되었다. 인공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인공적으로 생성시킨 지진기록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15초, 강진 지속 시간 : 8초
부록그림 B.12 인공지진파 A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0초, 강진 지속 시간 : 12초
부록그림 B.13 인공지진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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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5초, 강진 지속 시간 : 15초

부록그림 B.14 인공지진파 C

통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지진하중을 조합하였으며 지진하중은 X축과 Y축,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여 인공지진파 

1개당 4가지의 조합이 필요하다. 본 예제에서는 8가지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X축은 수류

직각 방향이고 Y축은 수류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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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B.4과 같이 해석결과를 조합하여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분 하중조합

1번 인공지진파

a + [(1.0)x방향] + [(0.3)y방향]

b + [(1.0)x방향] - [(0.3)y방향]

c - [(1.0)x방향] + [(0.3)y방향]

d - [(1.0)x방향] - [(0.3)y방향]

e + [(0.3)x방향] + [(1.0)y방향]

f + [(0.3)x방향] - [(1.0)y방향]

g - [(0.3)x방향] + [(1.0)y방향]

h - [(0.3)x방향] - [(1.0)y방향]

2번 인공지진파

i + [(1.0)x방향] + [(0.3)y방향]

j + [(1.0)x방향] - [(0.3)y방향]

k - [(1.0)x방향] + [(0.3)y방향]

l - [(1.0)x방향] - [(0.3)y방향]

m + [(0.3)x방향] + [(1.0)y방향]

n + [(0.3)x방향] - [(1.0)y방향]

o - [(0.3)x방향] + [(1.0)y방향]

p - [(0.3)x방향] - [(1.0)y방향]

3번 인공지진파

q + [(1.0)x방향] + [(0.3)y방향]

r + [(1.0)x방향] - [(0.3)y방향]

s - [(1.0)x방향] + [(0.3)y방향]

t - [(1.0)x방향] - [(0.3)y방향]

u + [(0.3)x방향] + [(1.0)y방향]

v + [(0.3)x방향] - [(1.0)y방향]

w - [(0.3)x방향] + [(1.0)y방향]

x - [(0.3)x방향] - [(1.0)y방향]

최대RS y Envelope [a,b,c,d,e,f,g,h,i,j,k,l,m,n,o,p,q,r,s,t,u,v,w,x]

고정하중 z (1.0)자중 + (1.0)권양기하중 + (1.0)관리교하중

최대하중 (1.0)고정하중 + (1.0)최대RS

부록표 B.4 하중조합

부록표 B.5 해석모델의 질량참여율

Mode No
X-방향 

누가질량(%)

Y방향 

누가질량(%)

Z방향 

누가질량(%)

1 98.09 0.00 0.00

2 98.09 94.58 5.11

3 99.78 94.58 5.11
. . . .

. . . .

. . . .

51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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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1 Mode 2

Mode 3 Mode 4

부록그림 B.15 해석모델의 모드별형상

3.3.2.3 해석결과

수류직각방향과 수류방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B.3.16 수류직각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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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부록그림 B.17 수류방향 해석결과

3.3.2.4 내하력 검토

1) 문주

가. 부재력 요약

구 분
축력

(kN)

모멘트 (kN․m)
V

(kN)

δ

(mm)
Top Bottom

Sway NonSway Sway NonSway

문주

하단

y축
505.019

109.926 0.000 1696.674 0.000 198.672 1.926

z축 194.804 0.000 1076.498 0.000 173.334 3.117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fck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Ec = 23025.20 MPa

철근항복강도 fy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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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469.118 -399.410 2 D19 469.118 -499.410

3 D19 469.118 -599.410 4 D19 469.118 -699.410

5 D19 469.118 -799.410 6 D19 469.118 -899.410

7 D19 469.118 -999.410 8 D19 379.118 -999.410

9 D19 279.118 -999.410 10 D19 179.118 -999.410

11 D19 79.118 -999.410 12 D19 -20.882 -999.410

13 D19 -120.882 -999.410 14 D19 -220.882 -999.410

15 D19 -320.882 -999.410 16 D19 -320.882 -499.410

17 D19 -320.882 -399.410 18 D19 -320.882 -299.410

19 D19 -320.882 -199.410 20 D19 -320.882 -99.410

21 D19 -320.882 0.590 22 D19 -320.882 100.590

23 D19 -320.882 200.590 24 D19 -320.882 300.590

25 D19 469.118 300.590 26 D19 469.118 200.590

27 D19 469.118 100.590 28 D19 469.118 0.590

29 D19 469.118 -99.410 30 D19 469.118 -199.410

31 D19 469.118 -299.410 32 D19 -150.882 500.590

33 D19 -350.882 500.590 34 D19 -250.882 500.590

35 D19 -450.882 500.590 36 D19 -550.882 500.590

37 D19 -650.882 500.590 38 D19 -770.882 500.590

39 D19 -770.882 620.590 40 D19 -770.882 740.590

41 D19 -770.882 840.590 42 D19 469.118 400.590

43 D19 -320.882 400.590 44 D19 -320.882 -899.410

45 D19 -320.882 -799.410 46 D19 -320.882 -699.410

47 D19 -320.882 -599.410 48 D19 -250.882 840.590

49 D19 -150.882 840.590 50 D19 -50.882 840.590

51 D19 49.118 840.590 52 D19 149.118 840.590

53 D19 249.118 840.590 54 D19 349.118 840.590

55 D19 469.118 840.590 56 D19 469.118 740.590

단면형상 단면제원

B = 900.00 mm , H = 550.00 mm No. y (mm) z (mm)

z

y

1 -850.880 920.590

2 -850.880 420.590

3 -400.880 420.590

4 -400.880 -1079.410

5 549.120 -1079.410

6 549.120 920.590

· 총 사용철근 : Ast = 19195.5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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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D19 469.118 620.590 58 D19 469.118 500.590

59 D19 349.118 500.590 60 D19 249.118 500.590

61 D19 149.118 500.590 62 D19 49.118 500.590

63 D19 -50.882 500.590 64 D19 -650.882 840.590

65 D19 -550.882 840.590 66 D19 -450.882 840.590

67 D19 -350.882 840.590

다. 세장비 검토

k∙l u

r
≤34-12

M 1

M 2

M 1, M 2 : 기둥의 양끝단 모멘트

M 1/M 2의 값이 단일곡률일 때 (+), 이중곡률일 때 (-)

M 1/M 2≥ -1

r = I/A : 회전반경 y축 = 0.595 m

z축 = 0.340 m

구분

y축 z축

k (k․lu)/r
34-12

(M1/M2)
판단 k (k․lu)/r

34-12

(M1/M2)
판단

문주하단 1.000 13.455 33.223 단주 1.000 23.548 31.828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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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M 상관도

검토단면 : 비정형

하중조합 : 문주하단
검토조건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6985.82 MPa

Es = 200000.00 MPa

Iyy = 0.751183 m
4

Izz = 0.245269 m
4

Ag = 2125000.00 mm2

Iux = 8.000 m

Iuy = 8.000 m

kx = 1.000

ky = 1.000

ρ = 0.0090

Pu = 505.02 kN

Mu = 2009.37 kN·m

θ = -55.55°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389 m

ØPb = 23835.26 kN

ØMb = 9036.45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3.979 m

ØPn = 1164.50 kN

ØMn = 4633.32 kN·m

▪ 사용철근량
As = 19195.50 mm2

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하단 173.33 kN 198.67  kN 263.66  kN 505.02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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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32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642.89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314.31 kN 657.16  kN -173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57.17 kN ≥ Vu = 173 kN 이므로 O.K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192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683.02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1346.42 kN 673.21 kN -198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673.21 kN ≥ Vu = 198 kN 이므로 O.K

3.3.2.5 평가결과 검토

2단계 상세해석결과 문주의 축하중, 모멘트, 전단에 대한 내하력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문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한다. 상세해석결과 내하력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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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내진성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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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성능 평가표

수  문  명 길      이

관 리 주 체 높      이

위       치 준 공 년 도

형       식 시  공  사

구  분 평 가 결 과

자 료

분 석

예 비

평 가
상 태 등 급

내 진

해 석

1단계

평 가

액상화 여부

휨내력

전단내력

2단계

평 가

휨내력

전단내력

내진 성능

결  과

예 비 평 가

1단 계 평 가

2단 계 평 가

2. 수문 내진성능 예비평가 점검표

구분 평가 비고

기초형식 평가요령 3.3.1

기초지반 평가요령 3.3.2

상정진도 평가요령 3.3.3

내진설계 유무 평가요령 3.3.4

내진등급 평가요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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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문 내진성능 상세평가 점검표

3.1 1단계 평가 점검표

3.1.1 액상화 판정 점검표

구분 평가 비고

지하수위 (m) 평가요령 4.2.5 참조

사질토층 존재 유무 평가요령 4.2.5 참조

세립분 함유율, Fc 평가요령 4.2.5 참조

소성지수, Ip 평가요령 4.2.5 참조

D50 토층두께 (mm) 평가요령 4.2.5 참조

D10 토층 두께(mm) 평가요령 4.2.5 참조

액상화 판정 실시 여부 평가요령 4.3.1절 1항

액상화 판정 결과 평가요령 4.3.1

3.1.2 간편해석

1. 작용하중 산정표

구분 평가 비고

개패기 중량 평가요령 4.3.2

문짝의 중량 평가요령 4.3.2

관리교 하중 평가요령 4.3.2

작업대 하중 평가요령 4.3.2

설계지진 계수 평가요령 4.3.2

2. 내력평가 검사표

구분 평가 비고

전단내력검토 평가요령 4.3.2

휨내력검토 평가요령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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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 평가 점검표

1. 내력평가 검사표

구분 평가 비고

전단내력검토 평가요령 4.4.2 

휨내력검토 평가요령 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