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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2017) 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과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2018)’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문 시설의 내진성능평가가 최신의 기준 및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개정하여 발간하였으니 실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 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도서로서 관계법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련 기준이나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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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이 요령의 목적은 기존 수문 및 통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내진보강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있다.

2. 이 요령의 대상은 수문, 통문 및 그 부속구조물로 한다.

3. 내진성능평가는 최신 내진설계기준의 기본개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4.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

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이 요령 외에 보다 발전된 평가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5. 관련 문헌 인용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6.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7. 수문 및 통문의 상시 안정성은 이 요령의 평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상시 안정성 평가 요령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8. 이 요령은 기존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 및 요령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최근에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가.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국토교통부]

나.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국토교통부]

다. 하천수문(KDS 51 50 25)[국토교통부]

라. 하천통문(KDS 51 50 30)[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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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에서는 “하천수문(KDS 51 50 25)”과 “하천통문(KDS 51

50 30)”을 분리하여 각각의 설계기준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요령에서도

적용 대상시설물을 수문과 통문으로 구분하였다.

수문과 통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마.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국토교통부]

바.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KDS 14 20 00)[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KDS 14 20 22)[국토교통부]

아.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KDS 14 20 30)[국토교통부]

자.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국토교통부]

차.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KDS 14 20 90)[국토교통부]

카. 강구조설계(허용응력법)(KDS 14 30 00)[국토교통부]

타.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KDS 14 31 00)[국토교통부]

파. 기초내진설계기준(KDS 11 50 25)[국토교통부]

하. 공동구 설계기준 (KDS 29 10 00)[국토교통부]

갸.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국토교통부]

냐. 교량하부구조 설계기준(일반설계법)(KDS 24 14 50)[국토교통부]

댜.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랴.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먀.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뱌.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수문)[국토안전관리원]

9. 기존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로 만

족으로 평가된 시설물, 내진보강이 실시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내진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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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초말뚝
⑪: 차수공

<해설그림 1.1.1> 수문의 각 부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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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물받이
⑩: 관리교
⑪: 차수공

(측면도)

(평면도)

(정면도)

<해설그림 1.1.2> 통문의 각 부분의 명칭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

- 4 -

1.2 요령의 구성

1. 이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

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다.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라. 내진성능 본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작성 지침

A. 수문 내진성능평가 예제

B. 통문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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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기준인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 「하천수문(KDS 51 50

25)」「하천통문(KDS 51 50 30)」 및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에

따르고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성능 본평가: 시설물의 구성요소가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2. 내진성능 상세평가: 시설물의 지진거동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물의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3. 내진성능 예비평가: 보수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4.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 시설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5.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지진하중을 산정

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진

6. 비선형거동: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가 선형탄성이 아닌 거동

7. 상시하중: 지진하중을 제외한 고정하중, 활하중, 토압, 수압 및 양압력 등

8. 약최저 저조위: 해도상의 수심의 기준면

9. 양압력: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는 압력

10. 응답이력해석법: 지진의 지속시간 동안 각 시간단계에서의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구하는 방법

11. 지반응답해석: 토층의 저면에 입사되는 지진하중이 지표면으로 진행될 때

토층의 동적거동에 대한 해석

12. 진도법: 구조물의 탄성영역의 진동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의 영향을 정적으로

치환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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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기상태해석: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의 초기하중 입력값인 상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부재력(축력, 전단력 및 모멘트)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해석

14. 평가거동한계: 내진성능 민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각 구성

요소의 한계상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정한 한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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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1.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이하 “평가

지진”)”은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에서 규정하는 설계지반운동에

따른다.

2.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이하 “우선순위

평가”)와 “내진성능 본평가”(이하 “본평가”)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우선

순위평가”는 “본평가”에 선행하여 실시한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대상 수문

및 통문의 수가 적거나 또는 본평가를 발주하는 경우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우선순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2. 제한된 사업비로 내진보강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의

우선순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평가”는 수문 및 통문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본평가”를 실시할 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본평가” 실시여부와는

무관하며 “본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리기관의 판단에 의해 한정된 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평가”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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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진성능기준

2.2.1 내진등급

1. 수문의 “내진등급”은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에 따라 <표

2.2.1>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진등급

- 특수시설

(H≥10m인 국가하천의

수문)

내진Ⅰ등급

(단, 다목적댐에 상응하는 규모가 매우 크고,

파괴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수문은 필요 시 “내진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시설

(특수시설을 제외한 시설)
내진Ⅱ등급

<표 2.2.1> 수문의 내진등급

2. 통문의 “내진등급”은 제방의 내진등급과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표

2.2.2>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진등급

- 내진I등급 제방을 관통하는 통문

- 통문이 관통하는 제방 위로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통문(통문의 손상이 교통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내진Ⅰ등급

- 내진II등급 제방을 관통하는 통문

- 통문이 관통하는 제방 위로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거나 통행량이 적은 통문

내진Ⅱ등급

<표 2.2.2> 통문의 내진등급

3.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상향된 “내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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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내진성능수준

1.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은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수문과 통문 및 그

부속구조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경미한 손상은 허용

할 수 있으나 즉시 보수가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손상

으로 인하여 수문 및 통문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아야 한다.

3. “붕괴방지수준”은 지진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수문 및 통문의 기능

(개폐기능과 수밀성)은 상실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 후 수문의 정상기능이

회복 가능하여야 하며,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3 내진성능목표

1.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목표는 <표 2.2.3>과 같으며 내진등급별 “내진

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내진성능수준

재현주기

(평가기준지진)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50년 내진Ⅱ등급

100년 내진Ⅰ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500년 내진Ⅱ등급

1000년 내진Ⅰ등급

2400년 내진특등급

<표 2.2.3>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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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유효수평지반가속도

해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 개정되면 요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최신의(개정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2.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지진재해지도”를 이용하여 구할 때는 “지진재해지도의 선형보간에

의한 값”과 “행정구역을 이용한 값의 80%”를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으로 한다.

2.2.5 지반분류

해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 개정되면 요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최신의(개정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2.2.6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해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 개정되면 요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최신의(개정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1.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2. 수문 및 통문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재해지도”를 이용하여 유효수평지

반가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값이 행정구역을 이용

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80% 보다 작다면 80%로 한다.

1. 지반분류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은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 및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의 표준설계응답스펙

트럼으로 한다.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 11 -

2.2.7 내진성능평가 지진하중 결정시 추가 고려사항

해설

1. 시설물의 입력지반운동은 시설물이 위치한 지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상 설치 시설물은 시설물의 일부가 되메우기 흙으로 채워지지만 입력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시설물의 건설하기 전에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반면을

기준으로 지반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통문과 같이 시설물 전체가 지반에

싸인 경우, 시설물의 지진거동은 시설물 바닥면의 지반운동뿐만 아니라 측벽을 통해서

입력되는 지반운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측벽을 통해서 입력되는 지반운동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측벽 상단 위치를

기준면으로 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것이 보수적인 분류가 된다.

5.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 개정되면 요령이 개정되지 않아도 최신의(개정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운동은 수문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다만, 통문과 같이

구조물의 측벽을 통한 입력지반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2. 수직지반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수직지반운동의 응답스펙트럼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3. 수문이 설치된 부지의 특성, 시설물의 구조특성과 평가법을 고려하여

작성된 응답스펙트럼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4. 내진성능평가 시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 특성이 수문 및 통문의

응답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상기에 기술된 사항외의 상세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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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2.3.1 내진성능 평가방법

2.3.2 내진성능 평가절차

1. 수문의 내진성능평가는 <그림 2.3.1>과 같이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이하 “우선순위평가”)”와 “내진성능 본평가(이하 “본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2. “우선순위평가”는 내진성능평가의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

선순위등급 순서에 따라 “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3. “본평가”는 수문 및 통문의 구성요소별로 실시하며, 수문 및 통문의 내

진성능 확보(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1.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그림 2.3.1>과 같다.

2. 본평가는 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통문과 같은 간

단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정적해석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필요시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4.1.1,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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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대책 수립

평가 결과 종합

불만족

내진성능목표 설정

· 우선순위등급 산정

우선순위평가

· 액상화 평가
· 구성요소별 평가
(예비평가 또는
상세평가)

본평가

(필요시)

만족

만족
내진성능 만족 여부

본평가
(응답이력해석)

<그림 2.3.1> 내진성능평가 절차의 흐름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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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3.1 일반사항

1. 수문 및 통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

진성능 “본평가”를 발주하기 전단계로서 “우선순위평가”를 실시한다.

2. “우선순위평가”는 구조도, 지질주상도, 지반개량공사 실적, 설계도서 등의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등급”을 판정한다.

3. “우선순위평가”의 결과는 “본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해설

1. 내진성능평가는 많은 수의 기존 수문 및 통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우선순위평가”가 필요하다. “우선순위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물 순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의 흐름도는 <해설그림 3.1.1>과 같다.

3. “우선순위평가”의 결과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만 활용하여야 하며 “본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만약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의 “본평가”가 발주된다면 “우선순위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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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기초자료의 수집

우선순위평가자료

우선순위평가 지표의 설정

우선순위평가

우선순위등급

C, B, A순으로 본평가
(

A, B, C

<해설그림 3.1.1> 우선순위평가 흐름도

3.2 자료 조사 및 분석

1. 우선순위평가”는 “우선순위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한 기

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수문 및 통문의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나. 지질주상도

다.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라.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2. “우선순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은 “본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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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선순위평가 지표

3.3.1 일반사항

1. 수문 및 통문의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이하의 지표를 고려하여 그

룹화하고 “우선순위등급”을 판정한다.

가. 기초형식지표

나. 기초지반지표

다. 유효지반가속도지표

라. 지반증폭지표

3.3.2 기초형식지표

1. “기초형식지표”는 수문 및 통문 본체의 기초형식을 확인하고, <표 3.3.1>에

따라 설정한다.

지표 기초형식

 케이슨, 단부지지말뚝

 마찰말뚝

 직접기초

<표 3.3.1> 기초형식지표

2. <표 3.3.1>에서 단부지지말뚝은 말뚝 선단이 모래층 또는 모래자갈층으로

N값이 대략 30이상, 점성토층이면서 N값이 대략 20 이상의 지반에 지지된

것이며, 그 이외의 지지말뚝은 마찰말뚝으로 본다. 또한, 기초형식이 불

명확한 경우에는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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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기초지반지표

1. “기초지반지표”는 통문은 본체암거, 수문은 바닥판의 기초저면 직하의 토질

그리고 N값으로 <표 3.3.2>에 따라 설정한다.

지표 기초저면 직하의 토질과 N값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

 N값이 10이하 사질토의 토피가 5m 미만

 N값이 10이하 사질토의 토피가 5m이상

<표 3.3.2> 기초지반지표

D D1

D2

H1

H2

(b)에서

H1<3m, H2<3m의 경우: D=D2

H1<3m, H2≥3m의 경우: 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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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사질토 층이 분포하는 의 사질토층 이외의 지반이 분포

경우 하는 경우

<그림 3.3.1> N값 10 이하의 사질토층 두께의 산정방법

1. 액상화 대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초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지반 직하의 토질 또는 N값과 관계없이 기초지반과 관련된 지표는 로

한다.

2. 지질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의 지표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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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유효지반가속도지표

해설

1. “유효지반가속도지표”는 수문이 위치한 지역의 암반 위치에서의 지반운동의 크기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진구역과 내진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표 3.3.1>은

지진구역과 내진등급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지진II구역의 내진II등급의 경우 0.07, 지진I구역의 내진I등급의 경우 0.15, 그 외의

경우는 약 0.10(0.098 또는0.11)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구역계수(Z) 유효지반가속도(S=Z×I)

지진구역 구역계수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II구역 0.07 0.098 0.07

I구역 0.11 0.154 0.11

<해설표 3.3.1> 지진구역 및 내진등급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g)

구분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지진II구역  

지진I구역  

<해설표 3.3.2> 유효지반가속도지표

1. “유효지반가속도지표”는 수문 및 통문이 위치한 “지진구역”과 “내진등급”을

고려하여 <표 3.3.3>에 따라 설정한다.

지표 수문 및 통문이 위치한 지역구역 및 내진등급

 지진Ⅱ구역의 내진II등급

 지진Ⅰ구역의 내진II등급 또는 지진II구역의 내진I등급

 지진Ⅰ구역의 내진I등급

<표 3.3.3> 유효지반가속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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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지반증폭지표

해설

1. 구조물의 입력지반운동은 “지반종류”에 따라 다르게 증폭된다. “지반종류”를 분류하는

제1지표는 암반의 깊이다. , 는 암반이 얕은지반이고, 와 는 암반이

깊은지반으로 <해설표 3.3.3>에서와 같이 증폭특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의 경우는 부지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이므로 증폭이 큰 로 분류하였다.

 

지반종류
장주기지반증폭계수, 

S ≤ 0.1 S = 0.2 평균 지표

 1.0 1.0 1.0 

 1.5 1.4
1.55 

 1.7 1.6

 2.2 2.0
2.48 

 3.0 2.7

<해설표 3.3.3> 지반증폭계수()

1. “지반증폭지표”는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의 지반종류를 고려하여

<표 3.3.4>에 따라 설정한다.

지표 지반종류

 지반

 지반 및 지반

 지반 및 지반

<표 3.3.4> 지반증폭지표

2. 지반은 로 한다.

3. 지반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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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선순위등급의 판정

해설

1. “우선순위등급”은 고려하는 4개의 지표(“기초형식지표”, “기초지반지표”, “유효지반가속도지표”,

“지반증폭지표”)를 사용하여 <그림 3.4.1>의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등급”을 A, B, C로

구분(등급화)한다.

각 지표에서 고려하는 조건에 따라 a, b, c로 구분되며 a, b, c순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건(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초형식지표”와 “기초지반지표”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기초지반의 안전성을 표현하는 “기초형식․지반지표”를 산정한다.

1. 수문 및 통문의 “우선순위등급”은 <그림 3.4.1>에 따라 A, B, C로 판정한다.

(기초형식지표)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지표)

지표 기초지반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미만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유효지반가속도지표)

지표  지진구역 및 내진등급
a3 II구역+내진II등급
b3 Ⅰ구역+II등급, I구역+I등급 
c3 Ⅰ구역+내진I등급

(지반증폭지표)

지표 지반종류

a4 S1
b4 S2, S3
c4 S4. S5

(기초형식․지반지표)

구분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입력지반운동지표)

구분
유효지반가속도

a3 b3 c3

증

폭

a4 a2' a2' b2'
b4 a2' b2' c2'
c4 b2' c2' c2'

(우선순위등급)

구분
기초형식·지반

a1' b1' c1'
입
력
운
동

a2' A A B
b2' A B C
c2' B C C

<그림 3.4.1> 우선순위등급 판정방법

2. “본평가”는 “우선순위등급” C, B, A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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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지반가속도지표”와 “지반증폭지표”로부터 시설물에 입력되는 입력지반운동의

세기를 표현하는 “입력지반운동지표”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기초형식․지반지표”와

“입력지반운동지표”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등급”을 A, B, C로 구분한다.

시설물 위치의 “수평지반가속도()”와 “지반종류”에 따른 증폭비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입력지반운동의 가속도를 산정하면 <해설표 3.3.4>와 같다. 이로부터 “입력지반운동지표”를

<해설표 3.3.5>와 같이 결정하였다.

<해설표 3.3.6>은 “기초형식·지반지표”와 “입력지반운동지표”로부터 “우선순위등급”을

산정한 것이다. 우선순위등급의 상대적 판정이 목적이므로 두 지표가 a-a 또는 a-b인

경우 “A”, a-c 또는 b-b인 경우 “B”, b-c 또는 c-c인 경우 “C”로 구분하였다.

2. 기초형식과 지반이 불리하면 ′, 양호하면 ′로 구분되며, 입력지반운동의 세기가 크면

′, 작으면 ′로 구분된다. 따라서, “우선순위등급”이 C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초형식

및 지반이 불리하고 입력지반운동의 세기도 상대적으로 커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내진성능 “본평가”를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반종류
의 비

(증폭비)

입력지반운동가속도

S=0.07 S=0.1 S=0.15

 1.0 0.07 0.10 0.15

,  1.55 0.11 0.16 0.23

,  2.5 0.18 0.25 0.38

<해설표 3.3.4> 입력지반운동가속도

　지표 구분
유효지반가속도지표

  

지반증폭

지표

 ′ ′ ′
 ′ ′ ′
 ′ ′ ′

<해설표 3.3.5> 입력지반운동지표

　지표 구분
기초형식․지반지표

′ ′ ′
입력지반운동

지표

′ A A B

′ A B C

′ B C C

<해설표 3.3.6> 우선순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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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내진성능 본평가

4.1 일반사항

4.1.1 본평가의 기본절차

1. 내진성능 “본평가”는 시설물의 구성요소별로 내진성능수준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요구사항(평가거동한계)를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2. “본평가”는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예비평가”와 시

설물의 지진거동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는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예비평가”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상세평가”는

불필요하다.

3. “예비평가”에서는 진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세평가”에서는 모드해석

법을 기본으로 한다.

4. 모드해석을 통한 붕괴방지수준의 “상세평가”에서 내진성능이 불만족인 경우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은

모드해석법을 통한 “C/D비(보유성능/요구성능 비)”가 식(4.1.1)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준값 “”는 관리(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C/D < 1.0 식(4.1.1)

여기서, C(Capacity)는 보유성능, D(Demand)는 요구성능

5.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만족인 경우, 다수의 보강공법에 대해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내진보강

으로 인하여 진동주기 및 감쇠 등과 같이 구조물의 진동특성이 내진성능에

불리하게 변화되는 경우에는 내진보강에 따른 내진성능을 재평가하여 보강

효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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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본평가”의 흐름도는 <해설그림 4.1.1>과 같다.

없다

있다

기초 지반과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시험

수문통문

(필요시)
응답이력해석 실시

실내시험

상세평가
(모드해석)

평가완료

(예비평가 생략)예비평가(진도법)

만족

불만족

액상화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

액상화 대책공법
수립

불만족

만족

<해설그림 4.1.1> 본평가 흐름도

4. 동일한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은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모드해석법은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잘 반영한 동적해석법이지만 일반적으로 탄성거동 시에 적용되는

탄성해석법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균열, 철근의 항복 등 재료비선형 거동이

나타나고 이를 반영하는 경우 응답가속도는 탄성해석 시 보다 감소한다. 지반 역시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탄성계수가 감소하고 감쇠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응답가속도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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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성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보유성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 비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통해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유성능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공학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값)”은 적어도 0.7 이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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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1. 해석모델은 해석방법을 고려하여 3차원 공간모델 또는 2차원 평면모델로

모델화할 수 있다. 다만 2차원 평면모델의 경우, 큰 단면 변화가 있다면

각각 모델화하여야 한다.

2. 모드해석의 경우 진동모드별 지진응답(단면력, 응력, 변위, 변형률 등)은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방법으로 조합한다.

3. 모드해석은 주축방향,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각 방향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30%를 적용하여 조합한다. 다만, 시설물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작다고 판단되는 방향의 해석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주축방향 :   
  



나. 직각방향 :   
 



다. 수직방향 :   
 



여기서,


 : 주축방향(L)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L)의 지진응답


 : 직각방향(T)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L)의 지진응답


 : 수직방향(V)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L)의 지진응답


 : 주축방향(L)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T)의 지진응답


 : 직각방향(T)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T)의 지진응답


 : 수직방향(V)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T)의 지진응답


 : 주축방향(L)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수직방향(V)의 지진응답


 : 직각방향(T)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수직방향(V)의 지진응답


 : 수직방향(V)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수직방향(V)의 지진응답

4. 모드해석의 경우, 동수압은 Westergaard 식, 동적토압은 수정 모노노베-

오카베(Mononobe-Okabe) 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은 4.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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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 Westergaard 식으로 산정한 동수압은 지진 시의 동적효과로 인한 순수한 증가분이다.

따라서 정수압은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수정 모노노베-오카베(Mononobe-Okabe)

식으로 산정한 동적토압은 정적토압과 지진 시의 동적효과의 합이다. 따라서 지진 시

동적효과에 의한 토압의 증가분만을 산정하려면 정적토압을 산정한 후 이를

동적토압(수정 모노노베-오카베 식으로 산정한 토압)에서 빼야 한다.

4.1.3 강도감소계수 및 허용응력 증가계수

1. 내진성능 “본평가”는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강도설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 4.1.1>의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재 강도감소계수

인장지배단면 1.0

압축지배단면

-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부재 0.85

- 기타 부재 0.80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0

콘크리트에 작용한 지압력 0.80

<표 4.1.1> 강도감소계수

3. 허용응력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 4.1.2>의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재료

내진성능수준
콘크리트 철근 또는 강재

기능수행수준 1.0 1.0

붕괴방지수준 1.33 1.5

<표 4.1.2> 허용응력 증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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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보다 작은 강도감소계수를 도입하면 그만큼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다 크게 확보할 수

있다. 설계의 경우 새롭게 시설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성(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크지 않아서 1.0 보다 작은 보수적인 강도감소계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여서

신설구조물의 안전성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설구조물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한편 지진과 같이 발생확률이 작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하중에 대해서 강도측면에서 안전율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설계기준 또는 관련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보면 강도감소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설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 요령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설구조물과 크게 다르다는 측면과 불확실성이 큰 지진하중에 대한 강도감소계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KDS 14

20 90)”에서 제시하는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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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하중조합 및 하중계수

해설

2. “하천내진설계(KDS 51 17 00)”에는 지진하중과 다른 하중과의 조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붕괴방지수준”의 지진력은 시설물의 공용기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작은 하중이어서 한계상태설계법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상황(Extreme Event)"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생확률이 크지 않은 다른 하중은 지진하중과 조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지진 시에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예상)되는 하중만을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문과 통문의 설치조건을 고려한다면 지진 시에도 토압 및 수압은 함께

작용하므로 이들 하중을 조합한다.

다만, 이들 다른 하중은 지진 시 구조체(또는 구성요소)의 지진하중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중조합 시에는 고려하는 시설물(또는 구성요소)에

불리하도록 조합, 작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지진하중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의

지진력으로 하며, 모드해석법을 적용한 “상세평가”에서의 하중계수는 “기능

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 모두 1.0을 사용할 수 있다.

2. 상시에 작용하는 부속물을 포함하는 고정하중, 수압, 수평 및 연직 토압

등은 지진하중과 함께 조합하며 각 하중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조합한다. 이 때 하중계수는 설계기준에서 적용하는 하중계수를 감소시켜

적용할 수 있다.

3. 활하중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활하중에 의한 관성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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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평가거동한계

1. “기능수행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시

제체는 허용잔류침하량을 유지하여야 하고, 구성요소는 탄성거동 또는 이에

준하는 거동을 하여야 한다.

2.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시

주요부재의 과도한 소성변형, 지반의 액상화, 기초의 지지력 손실로 인한

지반파괴, 기초의 파괴, 기초의 심각한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문 및 통문의 구성요소의 “내진성능수준”별 평가거동한계는 <표 4.1.3>

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할 수 있다.

구분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

되는

피해

콘크

리트

시설

∙시설물의 미세한 균열

∙미세한 지반침하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

∙철근 및 강재의 항복

∙지반파괴를 동반하지 않는 침하

∙구조물의 소성변형

∙전체 구조물의 안전과 무관한 2차

부재 파괴

개폐

시설

∙지진시 작용하는 수평력이

문기둥의 관성력 이내이고,

허용잔류변위 이내

∙지진시 작용하는 수평력이 문기둥

의 관성력 이내이고, 문짝개폐를

방해하지 않는 허용잔류변위각

이내

허용되지

않는 피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변위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 위치변화

∙구조물의 소성변형(또는 변위) 성

능을 초과하는 변형(또는 변위)

∙제방 외 구조물에서 과잉간극수압

에 의한 액상화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시설물의 붕

괴나 과도한 침하

<표 4.1.3> 수문 및 통문 평가거동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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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수문 및 통문의 현재 상

태를 파악하고 실내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물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

취한다.

2.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의 실내시험을 통해 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물

성을 획득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획득한다.

4. 비파괴시험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

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수문)」의 관련 사항을 참조한다.

5. 액상화 판정을 위해 지반면에 대한 보링을 기반면까지 실시하며, SPT시

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석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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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액상화 평가

1. 지진 시 액상화로 인해 수문 및 통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액상화 평가는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른다.

3. 액상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액상화가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액상화로 인해 시설물의 내진성능수준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액상화 대책이 적

용된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4. 액상화는 액상화 발생여부 보다는 액상화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이 보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액상화의 발생 조건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위치, 지진세기 등 발생 조건이

까다로우며,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세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전반에 걸친 대규모 액상화 보다는 국지적인 액상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적 액상화가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허용 가능하다.

액상화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침하, 기울기, 부등침하로 인한 구성요소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이 있으며,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수준에서 허용되는

거동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액상화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등의 조치는 수문 및 통문의 주요 파괴모드인

홍수시 구조물 하부의 공동을 통한 파이핑에 대한 예방조치의 효과가 있으므로

그라우팅에 따른 효과와 액상화 방지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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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문의 평가

4.4.1 일반 사항

1.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문의 현재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재료의 물성값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평균값)을 사용한다. 실제

특성값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내진성능평가 시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한하여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된 통계적 방법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

정한 보정값을 적용하여 변환하여 사용한다.

해설

1. 수문의 보유성능과 소요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문의 보수 및 보강으로 인한 제원의 변화, 강성 및 강도변화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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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유사구조물의 설계도면이나 당시의 설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구조상세를

추정한다.

2. 재료(콘크리트, 철근, 강재 및 지반 등)의 물성값(강도, 탄성계수, 항복 및 극한변형률,

연신율, 지반정수 등)도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현장조사의 어려움으로 실제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적인 평가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계값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실제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보다 크다. 따라서, 부재의 강도(capacity)를 산정하는 경우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하면

보수적인 평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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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지진해석

해설

3. 해안가에 위치한 수문은 약최고 고조위일 때와 약최저 저조위일 때를 검토하게 된다.

통상 하천측이 평수위이고, 해측은 약최저 저조위일 때가 최대 상하류차 수위를 주지만,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하구둑의 평상시 관리수위를 평균해면 이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측(외수위)가 약최고 고조위이고 육지측(내수위)가 관리수위일 때가

내외수위차가 가장 크다.

5. 지진 시 동수압은 물(지하수는 제외)과 접하는 모든 면(시설물에 따라 물이 한쪽에

존재하는 것과 양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에서 관성력의 작용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산정방법은 Westergaard의 식을 기본으로 하며,

공학적 시험에 의해 구해진 다른 공인된 식도 사용할 수 있다.

  



⋅ 해설식(4.4.1)

1. 지진해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

나. 비선형응답(시간)이력해석법

2. 2차원 평면모델 또는 3차원 공간모델로 모델화할 수 있다. 다만, 수문의

경간장이 5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안정계산 시 3차원으로 검토한다.

3. 지진과 고수위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수문 상하류의 수위

및 양압력은 수문조작상 가능한 최대 상하류차 수위에 대해 적용한다.

4. 지진력은 수평 2방향의 지진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류방향과 수류직각

방향에 대해 각각 고려한다. 다만, 연직방향 지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고려한다.

5. 지진시에 수문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수위, 시설물의 형상, 문짝의 조작, 지

진시의 응답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6. 지진시 주변지반에 의해 구조물(구성요소)에 가해지는 지진력(압력)을 고

려한다.

7. 안정 계산시 양압력의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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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h
0.

4h

Pd

<해설그림 4.4.1> Westergaard식에 의한 동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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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으로부터 전 동수압의 작용점까지의 높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해설식(4.4.2)

  해설식(4.4.3)

6. 지진 시 동토압은 수정 모노노베-오카베 공식을 활용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해설식(4.4.4)

가.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우

 : 수심 에서의 동수압(Pa)

 : 물의 단위중량(Nm)

 : 설계지진계수

 :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 수면에서 동수압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여기서,  : 깊이 (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 강도(kNm)

 : 지진시 주동토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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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면이 흙과 흙인 경우

여기서,

해설식(4.4.4)는 지하수위 상부의 흙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수위 하부의 흙에 의한

지진시 토압은 해설식(4.4.9)에 의한 “수중겉보기수평지진계수(
′ )”를 산출하여

해설식(4.4.4)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
′⋅′

⋅
′⋅⋅′

× 해설식(4.4.9)

여기서,

7. 수문의 바닥면에는 양압력이 작용하며 이는 수문의 안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영하여야 한다. 양압력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해설그림 4.4.2>와 같이

작용시킨다.


′ : 수중겉보기수평지진계수

 :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kNm)

′ :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kNm)
 : 물의 단위체적중량(kNm)

 : 지하수위 상부의 토층 두께(m)

 : 지하수위 하부의 토층 두께(m)

′ : 지진시 지표면 재하하중(kNm)
 : 지반면 수평지진계수(=)

• 모래 및 모래자갈 :   해설식(4.4.5)

• 사질토 :   해설식(4.4.6)

• 모래 및 모래자갈 :   해설식(4.4.7)

• 사질토 :   해설식(4.4.8)

 : 수평지진계수(=⋅)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 :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kNm), 활하중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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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Δ

h

U px

lx








 










<해설그림 4.4.2> 안정계산시 양압력 작용방법

  


⋅ 해설식(4.4.10)

여기서,

 : 임의의 점의 양압력(kNm)

 : 상하류 수위차(  )(m)

 : 상류단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침투경로장 (m)

 : 가중침투로 길이(m) (=


)

 : 물의 단위체적중량(kNm)

 : 임의의 점의 바닥판 또는 물받이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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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수문의 안정성 평가

해설

2.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 시 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마찰계수는 <해설표 4.4.1>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지반의 종류
허용지지력(kNm) 마찰

계수

비고

상시 지진시 (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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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질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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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표 4.4.1> 지반의 허용지지력 및 마찰계수

1. “붕괴방지수준”의 지진에 대해 수문은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해 소

요의 안정성은 확보하여야 한다.

2.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 시 적용하는 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표

4.4.1>의 허용지지력을 만족하는 경우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한 것

으로 간주한다.

항 목 지 진 시 비 고

지 지 2 극한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전 도 합력의 작용점이 중앙 2/3이내 합력의 위치

활 동 1.2 안전율

<표 4.4.1> 수문구조물의 안정계산시 적용하는 안전율

3. 말뚝기초의 경우, 활동 및 지지력에 대해서는 말뚝의 수평지지력과 연직지

지력에 대해 검토하면 된다.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구조물 하류단에서

취한 모멘트에 대해 필요한 안전율을 확보해야 한다. 단, 이때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말뚝의 인발저항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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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수문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

4.4.4.1 문기둥 및 문틀

해설

1. 복잡한 형상을 가진 문기둥 및 측벽의 휨강도와 전단강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휨강도 산정시 철근으로 둘러싸인 전체단면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해설그림 4.4.3>의 빗금친 부분을 생략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해설그림

4.4.4>의 경우 X방향에 대한 평가시 중립축부근의 콘크리트가 휨강도에 주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이 충전되었다고 고려할 수 있다.

나. 전단강도 산정 시 돌출부 및 절취부에 의한 전단력의 부담 메커니즘의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시한다.

1. 문기둥 및 문틀은 축력, 휨 및 전단에 대한 구조안전성과 문짝의 개폐 기

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의 평가

가.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균열은 허용하지만 철근의 항복은 허용하지 않

는다. 다만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한다.

나.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면 된다.

다. 기본적으로 탄성거동 이내이므로 보기둥과 문기둥의 잔류변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문짝의 개폐 기능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3. 붕괴방지수준의 평가

가.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휨-축력 조합하중에 대한 휨강도와 전단력에 대한

전단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경제적인 평가를 위하여 휨에 대해서는 문기둥의 소성거동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잔류변위가 허용잔류변위(1/10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증가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 이

내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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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강도 전단강도

X 및

Y 방향

(b) 단면강도 산정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4.3>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범위(1)

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강도 전단강도

X 방향

Y 방향

(b) 단면강도 산정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4.4>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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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방향

Y 방향

(a) 부재의 단면형상

휨강도 전단강도

X 방향

Y 방향

(b) 단면강도 산정시 고려 범위

<해설그림 4.4.5> 복잡한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의 단면범위(3)

2. 가. 구조물의 지진거동 측면에서 “기능수행수준”에서의 목표는 탄성에 준하는 거동이다.

이는 지진 후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대(예상)하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탄성거동은 철근이 항복하지 않는 상태로

간주하며 균열의 발생은 허용한다. 다만, 발생한 균열의 폭이 커서 구조물의 사용성

또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수행수준”의 지진에 대해서는 균열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수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허용균열기준 또는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KDS

14 20 30)”을 적용할 수 있다.

3. 나. 횡력을 받는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횡철근에 의하여 횡구속이 제공되면 소성거동

성능이 증가한다. 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가 휨강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와 같은

소성거동에 의하여 파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휨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소성거동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의 교각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큰 소성거동으로 인하여 잔류변위가 크면 문짝의 개폐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본의 “河川構造物の耐震性能照査指針・解説, Ⅳ．水門・樋門及び堰編( 国土交通省)”에서는
문기둥의 손상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잔류변위를 문기둥의 하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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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의 관성력의 작용점 높이까지의 1/100 이내로 제한한다(“耐震性能2”). 이 때

잔류변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일본 “道路橋示方書․同解說, V 耐震設計編”).

  해설식(4.4.10)

여기서, 는 소요변위연성도, 는 항복변위이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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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측벽

해설

2. 가.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4.4.4.1, 2. 가.의 해설을 참조한다.

3. 가.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 자체의 진동으로 작용하는 지진력(관성력)과 측벽

상부에 위치한 문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력(관성력 또는 문기둥의 강도에 상응하는

지진력)의 합이다.

1. 측벽은 축력, 휨 및 전단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의 평가

가.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균열은 허용하지만 철근의 항복은 허용하지 않

는다. 다만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한다.

나.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면 된다.

3. 붕괴방지수준의 평가

가.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과 문기둥의 항복 여부를 고려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1) 측벽과 문기둥이 모두 항복하지 않고 탄성영역 내에서 거동을 한다면

측벽의 지진력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2) 문기둥이 항복하고 측벽은 항복하지 않는다면 측벽의 지진력은 측벽의

탄성지진력과 문기둥의 항복강도에 상응하는 지진력의 합으로 한다.

(3) 측벽이 항복한다면 측벽의 지진력은 문기둥의 항복 여부에 관계없이

측벽의 항복강도에 상응하는 지진력으로 한다.

나.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휨-축력 조합하중에 대한 휨강도와 전단력에 대한

전단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평가를 위하여 휨에 대해서는

측벽의 소성거동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증가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 이

내이면 된다.

라. 측벽의 잔류변위가 문짝의 개폐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용잔류변위

이내이어야 하며, 이는 수류방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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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과 문기둥 모두 항복하지 않는다면(3, 가, (1)의 경우)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과 문기둥의 관성력(탄성지진력)의 합이 된다. 측벽은 항복하지 않고 문기둥만

항복한다면(3, 가, (2)의 경우) 문기둥을 통해서 측벽으로 전달되는 최대지진력은

문기둥의 항복강도(휨항복강도와 이에 상응하는 전단력)이 된다. 따라서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문기둥의 항복강도와 측벽 자체의 관성력(탄성지진력)의 합이 된다.

일반적으로 측벽은 문기둥에 비하여 단면이 현저히 커서 항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측벽이 항복한다면(3, 가, (3)의 경우)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기둥의 항복 여부와 관계없이 측벽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의 항복강도가 된다.

재료의 비선형 역학모델을 이용한 비선형해석을 수행한다면 측벽의 지진력은

자연스럽게 산정되므로 규정문의 조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선형해석(탄성해석)을

수행한다면 규정문에서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측벽의 지진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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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바닥판

해설

1. 바닥판이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경우 말뚝 머리를 통해 바닥판으로 전달되는 압축력에

의해 바닥판이 뚫리는 전단(2방향전단)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KDS 14 20 22)”을 참조할 수 있다.

1. 바닥판은 축력, 휨 및 전단(2방향전단 포함)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요구성능(소요성능) 산정 시 바닥판의 본체의 형식과 수류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모델화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3. 기능수행수준 평가

가.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균열은 허용하지만 철근의 항복은 허용하지 않

는다. 다만,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한다.

나.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면 된다.

4. 붕괴방지수준 평가

가. 바닥판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과 문기둥의 항복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측벽과 문기둥 모두 항복하지 않고 탄성영역 내에서 거동을 한다면

바닥판의 지진력은 탄성지진력으로 한다.

(2) 문기둥이 항복하고 측벽은 항복하지 않는다면 바닥판의 지진력은 측

벽의 탄성지진력과 문기둥의 항복강도에 상응하는 지진력의 합으로

한다.

(3) 측벽이 항복한다면 바닥판의 지진력은 문기둥의 항복 여부에 관계없

이 측벽의 항복강도에 상응하는 지진력으로 한다.

나.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휨-축력 조합하중에 대한 휨강도와 전단력에 대

한 전단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증가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 이

내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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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4.4.4.1, 2. 가의 해설을 참조한다.

4. 가. 바닥판의 상면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측벽의 하단에 작용하는 지진력으로 할 수

있다. 측벽 하단의 지진력 산정은 4.4.4.2, 3, 가를 참조한다.

4.4.4.4 말뚝기초

해설

1. 일본과 같은 강진지역의 경우 교량이나 수문의 말뚝기초의 상단에도 부수적으로

소성거동을 허용하여 에너지 소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설물에서는 말뚝기초는 항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말뚝기초가 항복하여

지지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를 보수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말뚝기초가 항복하지

않고 적정한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능수행수준”에서의 평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였다.

2.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말뚝기초에 요구되는 허용지지력은

“교량하부구조 설계기준(일반설계법)(KDS 24 14 50)”에 따른다.

3.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교량하부구조 설계기준(일반설계법)(KDS 24 14 50)”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말뚝기초는 항복하지

않아야 한다. 말뚝의 응력이 허용응력이내이면 이를 만족한 것으로 한다.

2.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말뚝기초는 요구 지지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초에 작용하는 지진력은 바닥판에 작용하는 지진력으로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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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흙막이벽 및 날개벽

해설

2. 나.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4.4.4.1, 2. 가의 해설을 참조한다.

1. 흙막이벽 및 날개벽은 전도, 활동, 기초지지력에 대한 안정성과 구체의 안

전성(휨 및 전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의 평가

가.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균열은 허용하지만 철근의 항복은 허용하지 않

는다. 다만 사용성 확보를 위한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한다.

다.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면 된다.

3. 붕괴방지수준의 평가

가. 안정성 평가는 4.4.3에 따른다.

나. 강도기반 평가의 경우, 휨-축력 조합하중에 대한 휨강도와 전단력에 대한

전단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응력기반 평가의 경우, 응력이 허용응력증가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 이

내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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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문짝(게이트)

해설

2.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문짝의 응력은 허용응력 증가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 이하이어야 하고 압축 지지부재에는 탄성좌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문짝과 지지부재는 탄성거동을 하므로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은 만족하게 되므로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다.

1. 문짝은 개폐가 확실하고 수밀성 및 내구성을 가지고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의 평가

가. 기능수행수준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3. 붕괴방지수준의 평가

가. 문짝의 구성요소(부재)에 생기는 응력이 지진시의 할증을 고려한 허용

응력 이하여야 한다. 또한, 암(arm)과 같이 압축력을 받는 부재는 탄성

좌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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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문짝 개폐장치

해설

1. 지진 재난 시에도 수문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권양기는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설비는

다양한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진해석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 진동대 실험을 통해서 내진성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실험절차와 방법, 실험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실험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실험인프라도 잘 구축되어야 있어야 한다. 아직 수문의 권양기에 대한

표준 시험절차 및 방법(기준서)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권양기의

내진성능 검증 실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비의 내진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 권양기 설비 자체의 내진성능 시험은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권양기가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양기 자체의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권양기를

고정하는 앵커도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해 적정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앵커는 지진 시 앵커볼트의 파괴뿐만 아니라 앵커가 매입되어

있는 주변 콘크리트의 파괴도 발생하므로 적정한 강도 확보가 필요하다. 앵커볼트와

묻힘콘크리트의 강도는 “콘크리트용 앵커설계기준(KDS 14 20 54)”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인 점을 감안하여 “강도감소계수”는 4.1.3에 제시된 값을 따를

수 있다. 한편 권양기를 고장하는 각 앵커의 묻힘콘크리트의 파괴선이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강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후에도 문짝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권양기 설비와 이를 고정하는 앵커의 내진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의 평가

가. 기능수행수준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3. 붕괴방지수준의 평가

가. 앵커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앵커볼트의 강도(강재강도)와 묻힘콘크리트의

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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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관리교

해설

1. 관리교의 낙교는 관리교의 지진응답변위가 교량의 지지길이를 초과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관리교 받침부의 파괴로 발생한다.

관리교의 지진응답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측벽 및 문기둥)가 탄성거동을

한다면 지진응답변위는 탄성응답변위가 되며 측벽 또는 문기둥이 소성거동을 한다면

이를 고려한 비선형 응답변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낙교는 관리교의 끝단이 지지부재인 측벽의 끝단을 벗어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지지길이를 산정한다.

2. 관리교 받침의 수평저항력은 설계 시 고려한 수평강도나 또는 받침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수평용량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것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 받침을 대상으로

실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으로 수평용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관리교는 낙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낙교방지를 위하여 관리교의 받침은 수평저항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받침

을 고정하는 앵커부도 요구(소요)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교의

지진응답변위가 지지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의 평가 방법은 “4.4.4.7 문짝 개폐장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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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문의 평가

4.5.1 일반 사항

1.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통문의 현재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재료의 물성값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평균값)을 사용한다. 실제

특성값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내진성능평가 시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한하여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된 통계적 방법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

정한 보정값을 적용하여 변환하여 사용한다.

3. 통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보수적인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는 “예비

평가”와 통문의 지진거동특성을 반영한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예비평가”에서 요구(소요)성능을 만족하면 “상세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 통문의 보유성능과 요구(소요)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문의 보수 및 보강으로 인한 제원의 변화, 강성 및 강도

변화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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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유사구조물의 설계도면이나 당시의 설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구조상세를

추정한다.

2. 재료(콘크리트, 철근, 강재 및 지반 등)의 물성값(강도, 탄성계수, 항복 및 극한변형률,

연신율, 지반정수 등)도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실제값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현장조사의 어려움으로 실제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적인 평가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계값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실제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보다 크다. 따라서, 부재의 강도(capacity)를 산정하는 경우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하면

보수적인 평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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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지진해석

1. “예비평가”의 지진해석법은 진도법을 기본으로 한다.

2. “상세평가”의 지진해석은 다음 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모드해석법

나. 비선형응답(시간)이력해석법

3. 통문은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모델화할 수 있으며, 이때, 수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한다.

4. 문기둥 및 조작대는 본체암거와 함께 모델화할 수도 있고 본체암거 상부에

고정된 독립된 구조물로 모델화할 수도 있다. 다만, 독립된 구조물로 모델

화하는 경우에는 문기둥 하부위치에서의 본체암거의 지진응답을 입력지진

운동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수문은 구성요소가 많고 구조물이 복잡하여 적정한 진동주기를 간략하게 보수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워 모드해석이 합리적이다. 반면, 통문은 수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상시하중에 대해 잘 설계된 경우 진동주기를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여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평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간단한 평가법인 진도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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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통문의 예비평가

해설

3. 지진 시 구조체의 관성력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구조체의 유효중량과 응답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응답가속도는 구조물의 진동주기를 고려하여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댓값은 지반가속도의 2.5배(2.5⋅)이다.

만약 구조물의 강성이 매우 커서 강체와 유사하게 거동한다면 응답가속도는

지반가속도(⋅)가 된다. 따라서 수평진도( )는 지반가속도의 1.0~2.5배(1.0⋅ ~

1. 통문의 “예비평가”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식(4.5.1)과 같다.

     식(4.5.1)

여기서, 는 고정하중, 는 지진하중(“기능수행수준” 또는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

2. “강도감소계수”는 4.1.3에 따른다.

3. 구조체의 관성력은 식(4.5.2)와 같이 집중하중((N))으로 각 부재의 질량

중심에 작용시키거나 또는 식(4.5.3)과 같이 단위길이당 분포하중(

(N/m))으로 작용시킨다.

 × (N) 식(4.5.2)

여기서, 는 수평진도

는 부재 의 중량

 × (N/m) 식(4.5.3)

여기서, 는 부재 의 단위길이 당 중량

4. 내진성능수준별 통문의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는 “4.5.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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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보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되는 통문의 경험적인

진동주기가 알려져 있다면 이로부터 산정한 응답가속도를 수평진도로 할 수 있으며,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2.5⋅로 한다.

통문의 내진등급이 “내진I등급”이고, 지반종류가 라고 가정하면 지반가속도는

0.25( × )이며 가장 보수적인 값인 2.5배를 적용하면 수평진도( )는

0.625(g)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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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통문 구성요소의 상세평가

4.5.4.1 본체암거

해설

1. 본체암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면이 작고 상시하중에 대해서 적정하게 설계되었다면

지진 시 횡방향으로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경우에도 통문의 본체암거는 횡방향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河川構造物の耐震性能照査指針・解説, Ⅳ．水門・樋門及び堰編(国土交通省)”).
한편, 종방향 평가의 경우, 제체나 기초지반의 변형에 의한 암거의 단면력(휨 및

전단력)을 산정하거나 또는 제체, 기초 및 본체암거를 모델화하여 구조체 작용하는

응력을 산정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체암거가 비교적 소규모 단면이고

종방향 강성과 강도가 크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손상이 발생하여도 응급복구로 기능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되므로 본체암거는 제방의 흙으로 에워싸여 있다. 지진 시

이러한 제방지반은 통문에 입력되는 입력지반운동을 증폭시키고, 통문의 지진거동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방지반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제방, 기초 및 본체암거를 3차원으로 모델화하고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여

본체암거에 발생하는 응력을 산정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4.5.4.2 문기둥 및 문틀

4.5.4.3 흙막이벽 및 날개벽

1. “4.4.4.1”에 따른다.

1. 본체암거의 내진성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2. 다만, 관리(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세평가를 실시한다.

1. “4.4.4.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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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기초

해설

1. 일반적으로 암거 기초부에 소성화가 발생하여도 암거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내진성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참고문헌: “河川構造物の耐震性能照査指針・解説,
Ⅳ．水門・樋門及び堰編(国土交通省)”).

4.5.4.5 문짝(게이트)

해설

1. 통문의 문짝은 지진시 공중에 매달려 열려 있어 지진하중의 영향이 작아 내진성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5.4.6 문짝 개폐장치

1. “4.4.4.7”에 따른다.

1. 본체암거 기초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1. 내진성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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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

4.6.1 일반사항

1.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은 4.1.1, 4의 조건 시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에만 적용하며, 4.4 및 4.5의 구성요소의 평가

거동한계의 만족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휨평가의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진성능을 만족한다.

해설

2. 모드해석법을 사용한 수문 및 통문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는 강도기반 또는

응력기반으로 평가한다. 지진 시의 할증계수를 고려한 허용응력의 경우 재료의

강도한계 이하여서 해석을 통한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이면 내진성능은 만족한다. 다만,

휨의 경우 재료의 강도한계를 넘어도 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파괴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휨평가의 경우 지진시의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진성능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극한한계변형률은 횡철근에 의한 심부구속(횡구속) 효과가 커지면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횡철근이 횡구속 효과를 발현하려면 간격,

갈고리상세 등 구체적인 내진상세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진상세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횡철근의 심부구속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횡구속을 위한 횡철근의

내진상세는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을 참조하며,

횡철근량에 따른 극한한계변형률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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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

1.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은 기반암(지반)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인공합성지반운동”)하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진환경

에서 계측된 실지진기록을 기반암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후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얻는다. 다만,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세한

지반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 지역의 지반종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에 부합

되게 시간이력을 생성할 수 있다.

2. “인공합성지반운동”의 구간선형 포락함수는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4.2.1.4(10)에 따른다.

3. 입력지반운동은 수평입력지반운동과 수직입력지반운동을 한 세트로 하여

최소 3세트 이상을 생성(사용)한다. 다만 시설물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은 생략할 수 있다.

4. 임의의 2개의 입력지반운동 시간이력간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서는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은 기반암(지반)의 응

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인공합성지반운동”)하여 지반응답해석을 수행

하여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설물의 경우, 지반해석을 위한 상세 지반정보를

나타낸 설계도서가 없다면 이미 공용 중에 있어서 지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인근 지역의 지반종류를 조사하고 이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는 시간

이력을 바로 생성하여 입력지반운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입력지반운동은 두 개의 직교하는 주축방향(교축 및 교축직각방향)과 하나의 수직방향으로

통계학적으로 독립된 지진입력이며 이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석한다. 만약

통계학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지반운동을 입력한다는 것은 지반운동이 하나의 특정한 방

향으로 입력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방향으로 입력되는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 사이의

시작시간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된 상관계수가 0.16을 넘지 않는다면 두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은 통계학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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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해설

2. 지반의 경우 지진시 강한 진동을 경험하면 비선형특성을 나타낸다. 전단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성은 감소하고 감쇠는 증가한다. 미소변형률 상태의 지반의 탄성역학모델을

적용하면 강도기반 평가에서는 보수적인 평가가 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경제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지반의 비선형성을 반영한 등가 스프링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반의 전단탄성계수는 내진성능수준에 따른 비선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동구 설계

기준 (KDS 29 10 00)”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산

정할 수 있다. 지반응답해석으로부터 구하는 경우, 지반 최대전단변형률(max )의 65%에

서의 전단탄성계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1. 해석모델은 지진 시 시설물의 진동단위를 고려하여 2차원 평면모델 또는

3차원 공간모델로 모델화한다.

2. 기초는 고정지점 또는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등가의 스프링으로 모델

화할 수 있다.

3. 구조체 주변 지반은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지반스프링으로 모델화한다.

4. 지진 시 동수압의 영향은 유체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또는 구조체의 부가질량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

5. 재료의 비선형 역학모델은 널리 알려진 신뢰성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

6. 입력지반운동은 2개의 수평입력지반운동과 수직입력지반운동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은

생략할 수 있다.

7. 입력지반운동은 최소 3세트 이상을 사용하며, 각 해석에서 구해진 응답의

최댓값을 최대응답값으로 한다. 만약 7세트 이상의 입력지반운동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 해석에서 구해진 최대응답의 평균값을 최대응답값으로 할 수

있다.

8. 입력지반운동의 공간적 변동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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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시의 동수압의 영향은 동수압이 작용하는 위치에 가상의 부가질량()로 환산하여

구조물에 부착하여 고려할 수 있다. 부가질량은 물에 잠긴 구조부재의 형상 및 간격,

잠긴 정도, 수류의 방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외 관련기준 또는

해외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해설식(4.6.1)

여기서,

만약 이산형(離散型)의 골조구조로 모델화하는 경우에는 그 절점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부가질량을 부착한다.

 









⋅





 ⋅
⋅

  해설식(4.6.2)

5.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 응력-변형률 특성은 압축강도 이후 변형연화(strain softening)

현상을 보이며 제하 및 재재하시 강성 감소를 보인다. 한편, 콘크리트가 횡구속이 되면

압축강도가 증가할뿐만 아니라 극한한계변형률이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주철근의

겹침이음이 있으면 부재의 파괴 시점이 빨라지고 이를 콘크리트의 극한한계변형률을

감소시켜 반영할 수 있다(“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 참조). 이러한

극한한계변형률의 변화는 부재의 연성거동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적정하게 고려하여

한다. 철근의 경우, 철근단체의 역학모델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한 역학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항복강도는 감소하고 항복후 2차강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평균응력-평균변형률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부가질량(tm)

 : 물의 단위중량(kNm)

 : 중력가속도(ms)

 : 지진시 동수압의 작용방향에 직각방향인 구체의 폭(m)

 :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 수면으로부터 부가질량을 부착하는 점까지의 수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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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5.1.1 문장

1.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5.1.2 보고서 작성

1. 기존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수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가. 표지

나. 속표지

다. 대상 시설물의 전경사진

라. 제출문

마. 참여기술진

바. 요약

사. 목차

아. 표목차

자. 그림목차

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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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황보고서 작성

1. 현황조사는 기초 및 지반에 대한 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개요

나. 조사범위

다. 지반 조사 결과

라. 시설물 요약

마. 도면 및 지질 주상도 분석결과

바. 지반 물성값 결정

사. 부록

5.3 우선순위평가 보고서

1. 입력자료와 우선순위평가 분석 자료로 구성된다.

2.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가. 일반사항

나. 기존 검토 자료 평가

다. 현장평가분석

라. 고려하는 항목별 평가

마. 내진그룹의 결정

바. 평가

카. 참고문헌

타. 부록

하. 서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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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본평가 보고서

1. 본평가 보고서는 지반의 액상화와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 구성된다.

2.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가.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결과 분석(필요시)

나. 평가지진하중

다. 액상화 평가

라. 내진성능 상세평가

마. 내진성능 향상 방안(필요시)

바. 최종평가 및 결론

5.5 성과물의 제출 및 관리

해설

1. 내진성능평가 작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발주 및 계약 단계, 수행단계, 종료

단계에서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 및 계약 단계: 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계약서, 착수계 등

나. 수행단계: 현장조사 관련서류(수행 시), 진행사항 보고 서류(진도 및 공종 보고 등),

자문의견서(수행시) 등

다. 준공단계: 내진성능평가보고서, 해석모델링 자료(전자파일 포함),

내진성능평가보고서의 근거 자료, 지반조사보고서(수행시) 등

1. 내진성능평가자는 내진성능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 및 계약단계, 수행

단계 및 종료단계에서의 업무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내진성능평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 확인고

미흡시 내진성능평가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담당자는 내진성능평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추후 열람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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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내진성능평가 대상구조물 제원

대상구조물은 수문으로 제원은 그림 A.1～A.3과 같다. 도면상의 형상은 7련 암거

를 통과하는 통문형식이지만 수문형식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작성을 위해 암거는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A.1 정면도

그림 A.2 측면도

그림 A.3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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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A.3에 대상구조물의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림

에서 문기둥 상부에 표시된 부분이 수문조작대이다. 문기둥의 높이는 약 8m이고, 측

벽의 높이는 약 4～5m 이다. 자세한 제원은 그림 A.4에 나타내었다.

(a) 정면도

(b)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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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둥(외측) 문기동(내측)

측벽(외측) 측벽(내측)

(c) 부재 단면도

그림 A.4 대상 수문의 제원(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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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대상 수문 위치의 지질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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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내진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성능 본평가를 발주하기 전 단

계로서 우선순위평가를 실시한다. 우선순위평가는 평가요령의 제3장과 같이 구조도,

지질주상도, 지반개량공사 실적, 설계도서 등의 기존 자료를 사용하며 우선순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등급을 결정한다. 우선순위평가 결과 우선순

위등급이 높은 시설물 순(C, B, A)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우선순위

평가의 흐름도는 평가요령의 3.1절을 참조한다.

A.2.1 자료조사 및 분석

우선순위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요령의 3.2절과 같이 기초형식, 기초지반,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증폭과 같은 지표항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4개의 지표항목과 관

련된 아래의 자료를 수집한다.

- 하천구조물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 지질주상도

-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A.2.2 우선순위평가 지표의 설정

A.2.2.1 기초형식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2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수문의 기초형식에 따라서 3가지

의 지표가 있다. 대상구조물은 기초형식은 단부지지 말뚝기초이며 지표는 이다.

A.2.2.2 기초지반에 따른 지표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3절에서는 통문·통관은 본체암거, 수문은 바닥판의 기초

저면 직하의 토질과 N값을 이용하여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본 예제에서는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이다. 따라서 지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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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3 유효지반가속도에 따른 지표설정

해당 수문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구역과 내진등급을 고려하여 내진성능 평가요령

3.3.4절에서는 3가지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대상구조물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내진성능 평가요령 2.2.1과 2.2.4절에 의해서 지진Ⅰ구역의 내진I등급으

로 지표는 이다.

A.2.2.4 지반증폭에 따른 지표설정

수문이 위치한 지반종류에 따라서 평가요령 3.3.5와 같이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기반암까지의 깊이가 20m 이하로 토층 평균전단파속도가

164.46m/s(<260m/s)인 얕고 연약한 지반()으로 지표는 이다.

A.2.2.5 우선순위평가로 결정된 지표

표 A.1은 우선순위평가를 위해 자료조사를 통해서 구한 4개의 지표값을 정리한 것

이다.

판정기준 기초형식 기초지반 유효지반기속도 지반증폭

대상구조물

수문
지지말뚝

점성토 또는 N값이

10이 넘는 사질토의

토피가 3m 이상

지진I구역

내진I등급


지표    

표 A.1 수문 우선순위등급 판정을 위한 지표 요약

A.2.3 우선순위등급의 판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령 3.4절의 <그림 3.4.1>을 통해서 대상구조물의 우

순순위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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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형식지표)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지표)

지표 기초형식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미만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유효지반가속도지표)

지표 지진구역 및 내진등급

a3 II구역+내진II등급

b3 Ⅰ구역+II등급, II구역+I등급 

c3 Ⅰ구역+내진I등급

(지반증폭지표)
지표 지반종류

a4 S1
b4 S2, S3
c4 S4. S5

(지초형식·지반지표)

구분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입력지반운동지표)

구분
유효지반가속도

a3 b3 c3

증

폭

a4 a2' a2' b2'
b4 a2' b2' c2'
c4 b2' c2' c2'

(우선순위등급)

구분
지초형식·기반

a1' b1' c1'
입
력
운
동

a2' A A B
b2' A B C
c2' B C C

그림 A.6 대상구조물의 우선순위등급 판정결과

그림 A.6에 나타낸 우선순위 판정 결과와 같이 대상 구조물은 우선순위등급이 B등

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평가요령의 3.4절과 같이 다른 수문의 우순순위등급과 비교하여

본평가는 우선순위등급 C, B, A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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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내진성능 본평가

수문에 대한 내진성능 본평가는 평가요령의 제4장과 같이 기초 지반과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내실험, 액상화 평가, 본평가(예비평가 없음)로 이루어지고 현장조

사에서는 육안조사를 비롯한 현장시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

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결과와 실내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액상

화 평가를 실시하고 본평가를 수행한다. 수문은 <해설그림 4.1.1>에서와 같이 예비평

가 없이 상세평가를 바로 수행하며 그 결과 불만족 시 응답이력해석 실시 여부를 결

정한다.

A.3.1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

구조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시험

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의 실내시험을 통해 구조물의 기본적인 물성을

획득한다. 또한 액상화 판정을 위해 SPT시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한

실내 입도분석시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험과 시험내용은 내진성능 평가요령 4.2

절을 참조한다.

A.3.2 액상화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

수문 및 통문의 액상화로 인한 영향은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따른다.

A.3.3 모드해석

수문은 평가요령의 4.1.1과 같이 예비평가 없이 상세평가를 수행하며 지진해석은

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하며 모드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만족

인 경우 평가요령의 4.1.1, 4에 따라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

A.3.3.1 대상 구조물 모델링

해석모델은 평가요령의 4.1.2에 따라 문짝을 포함한 3차원 공간모델로 하였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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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 수류방향 변위(Dy) 및 수류직각방향의 변위(Dx)는 고정, 수직방향 변위(Dz)는 가동,

회전은 3방향(Rx,Ry,Rz) 모두 회전 가능하도록 모델링하였다(Dx,Dy,Dz,Rx,Ry,Rz=1,1,0,0,0,0).

그림 A.7 대상 수문 구조물의 모델링(3차원 공간모델)

기초지반은 고정단 또는 지반스프링(기초지반해석을 통한 스프링계수 산정 또는

지반반력계수를 활용한 스프링계수 산정) 등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스프링계수 산정

방법은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예제는 안전측 해석을 위해 고정단으로 모델링하

였다. 다만,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은 위의 요령을 참조하여 등가스프링계수를 산정하여

모델링하였다.

수문의 요구(소요)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지진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중 문기둥,

측벽 등의 휨강성()은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항복유효강성을 사용하

거나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 항복 시 유효단면2차 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기존 시

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 참조). 단,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에 대해 문기둥 또는

측벽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구성요소의 휨강성은 항복유효강성 대신 전단면

휨강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항복유효강성은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

서 문기둥, 측벽의 비선형 단면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의 원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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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항복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여기서,  : 축방향력을 고려한 문기둥, 측벽 단부의 항복유효강성

 : 축방향력을 고려한 문기둥, 측벽 단부의 초기항복 모멘트

 : 축방향력을 고려한 문기둥, 측벽 단부의 초기항복 곡률

비선형 단면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 항복 시 유효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 문기둥, 측벽의 전체단면적(㎡)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철근을 무시한 문기동, 측벽 전체단면의 단면2차모멘트(m4)

 : 계수하중에 의한 문기둥, 측벽 상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kN)

 : 문기둥, 측벽 축방향철근비

본 예제는 아래의 그림 A.8과 같이 고정하중에 의한 축방향력이 작용하는 상태에

서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 얻어진 항복유효강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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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 외측

문주 내측

측벽 외측

측벽 내측

그림 A.8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 항복유효강성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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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2 하중산정

A.3.3.2.1 고정하중

1) 자중(Load Case 1) : self-weight

2) 조작실 하중(Load Case 2) : 권양기, 문짝, 기타 설비 등 

상부 조작대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권양기, 기타 설비 등의 하중이 있으며, 문짝 중

량이 걸려 있는 경우 문짝 중량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문짝이 바닥에 놓여 있어 문

짝의 중량이 상부 조작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상부 조작대

에 작용하는 주하중은 관리주체에게 제공받거나 또는 설계도서를 참조하거나 현장조

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하중 구분 하중값 비고

Load Case 2 고정하중 50 kN 조작실 하중

표 A.2 조작실 하중값 정리

그림 A.9 조작실 하중 재하

3) 정수압(Load Case 3)

평가요령 4.4.2, 3에 따라 지진과 고수위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수

문 상하류의 수위는 수문조작상 가능한 최대 상하류차 수위에 대해 적용한다. 본 예

제는 하류 수위는 없으며, 상류 수위는 3m로 문짝상단에서 1m아래까지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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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중 구분 하중값 비고

Load Case 3 고정하중 30 kN
최대 상하류차

수위

표 A.3 정수압 하중값 정리

그림 A.9 정수압 하중 재하

A.3.3.2.2 지진하중

1) 관성력(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Load Case 4))

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은 평가요령 2.2.6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 구조물은 내진Ⅰ구역에 위치한 내진Ⅰ등급 구조물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약 12.5m, 평균전단파속도(
 



  
 






)는 164.46 msec)로 지반분류는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진구역 내진등급 지진구역계수(Z) 지반분류 내진성능목표

Ⅰ구역 Ⅰ등급 0.11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표 A.4 내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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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수준
재현주기

(년)

위험도계수

(I)

유효지반가속도

(S)

단주기증폭

계수

()

장주기증폭

계수

()

기능수행수준 100 0.57 0.063 1.7 1.7

붕괴방지수준 1,000 1.4 0.154 1.592 1.646

표 A.5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그림 A.10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 동토압(Load Case 5)

지진 시 동토압은 평가요령의 4.1.2, 4와 4.4.2, 6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 모노노베

-오카베 식(정토압이 포함된 동토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 
′⋅

여기서,  : 깊이 (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 강도(kNm)

 : 지진시 주동토압계수

′ :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kNm), 활하중은 제외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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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는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10kNm, 흙의 단위체적중량 =18kNm

를 적용하였다.

지진 시 주동토압계수()는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우의 사질토에 해당되어

아래의 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수평지진계수로 단주기증폭계수와 유효지반가속도의 곱()으로

계산하며, 지하수위 상부의 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기능수행수준 수평지진계수 = =×  

붕괴방지수준 수평지진계수 = =×  

그리고 지하수위 하부의 흙에 대해서는 수중겉보기 수평지진계수를 아래의 식으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 

∙
′∙′

∙
′∙∙′

×

여기서,


′ :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

 :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 :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 (kNm)

 :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

 : 지하수위 상부의 토층 두께 (m)

 : 지하수위 하부의 토층 두께(m)

′ : 지진시 지표면 재하하중 (kNm)

 : 지반면 수평지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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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값 구분 값 구분 값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18.0
깊이

(m)
5

지하수위 상부

토층두께(m)
2.0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3)
10.0

지하수위

(m)
GL -2.0

지하수위 하부

토층두께(m)
3.0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

(kN/m3)

9.0
지표면

재하하중(kN/m2)
10.0

표 A.6 동토압 계산을 위한 제원

기능수행수준 수평지진계수 
′ ∙∙

∙∙∙
×  

붕괴방지수준 수평지진계수 
′ ∙∙

∙∙∙
×  

따라서, 지진 시 지하수위 상부의 흙의 주동토압계수()는 배면이 흙과 콘크리

트인 경우의 사질토에 해당되어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기능수행수준   ×  

붕괴방지수준   ×  

지진 시 지하수위 하부의 흙의 주동토압계수()는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

우의 사질토에 해당되어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기능수행수준  
′ ×  

붕괴방지수준   ×  

토층 깊이 (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은 아래의 표 A.7～표 A.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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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문은 동토압이 제방과 접촉되는 최외측 측벽에 작용하며, 왼쪽 측벽에서

+X방향으로 동토압이 작용시 오른쪽 측벽은 지반스프링으로 저항하며, 오른쪽 측벽

에서 –X방향으로 동토압이 작용하게 되면 왼쪽 측벽은 지반스프링으로 저항하게 된

다.

지반스프링은 압축전담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지반스프링 산정을 위한 지반반력

계수는 각종 지반조사 및 시험 결과에 의해 얻어진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기존 시설물(공동구) 내진성능평가 요령” 또는 “기존 시설물

(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 요령”을 참조한다.

지반조사 및 동적시험을 통해 별도로 동적물성치를 산정한 경우는 산정된 동적물

성치를 적용한다. 본 예제는 전단파속도와 기본적인 설계정수로 동적물성치를 추정하

는 경우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지반

구분

초기

전단파속도

 

설계

전단파속도⁕
 ×

단위중량

 kNm

포아송비



전단탄성계수⁕⁕
 kNm



탄성계수⁕⁕⁕
 kNm



제방 261.63 209.30 18.0 0.30 80,388 208,985
점토층 102.43 81.94 19.0 0.27 13,004 33,030
모래층 190.46 152.37 18.0 0.28 42,599 109,054
자갈층 294.13 235.30 19.0 0.32 107,233 283,095
풍화암 297.10 237.68 20.0 0.33 115,172 306,357
연암 760.00 760.00 24.0 0.28 1,413,089 3,617,507

⁕ C :지반변형에 대한 보정계수    ms


 ≥ ms

⁕⁕ 전단탄성계수 :     ⁕⁕⁕ 탄성계수 :  

구 분 측벽 지반반력계수

제방

성토부

 208,985 (kNm)

,  


· = 696,617 (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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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수행수준 동토압

깊이(m)
동토압(kNm) 수평지진

계수()

지하수위

유무지하수위 상부 지하수위 하부

0.0 3.56
0.107

X
1.0 9.96 X
2.0 16.36 18.54

0.151

⃝
3.0 25.80 ⃝
4.0 33.05 ⃝
5.0 40.31 ⃝

표 A.7 기능수행수준 동토압

그림 A.11 기능수행수준 동토압 재하

② 붕괴방지수준 동토압

깊이(m)
동토압(kNm) 수평지진계수

()

지하수위

유무지하수위 상부 지하수위 하부

0.0 5.05
0.245

X
1.0 14.13 X

2.0 23.22 28.23

0.346

⃝
3.0 39.27 ⃝

4.0 50.32 ⃝

5.0 61.36 ⃝

표 A.8 붕괴방지수준 동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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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붕괴방지수준 동토압 재하

3) 동수압(Load Case 6)

지진 시 동수압은 물(지하수는 제외)과 접하는 모든 면(시설물에 따라 물이 한쪽에

존재하는 것과 양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에서 관성력의 작용방향과 동일한 방향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평가요령의 4.1.2와 4.4.2, 5에 따라

Westergaard의 식(정수압을 포함하지 않는 지진에 의한 동적효과)을 기본으로 한다.

모델링 시 문짝을 모델링한 경우는 동수압을 문짝에 재하하며, 문짝을 모델링하지

않은 경우는 문짝에 작용하는 동수압의 영향과 측벽 등 동수압이 작용하는 부재에 작

용하는 동수압을 계산하여 동수압이 작용하는 부재에 재하할 수 있다.

본 예제는 문짝을 플레이트 요소로 모델링하여 수류방향으로는 면적에 분포된 하

중으로 재하하였으며, 수류직각방향으로는 빔요소로 모델링된 부재에 길이에 분포된

하중으로 재하하였다. 수류직각방향으로는 수위가 있는 상류부분에 해당되는 부재의

폭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안전측 검토를 위해 부재 전폭에 동수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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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값

물의 단위중량(kNm) 10.0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3

수면에서 동수압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3

표 A.9 동수압 계산을 위한 제원

① 기능수행수준 동수압

깊이(m)
수평지진계수

()

동수압
수류방향

(kN/m2)

수류직각방향

(kN/m)

0.0



= 0.107

0 0

1.0 2.29 6.65

2.0 3.24 9.41

3.0 3.97 11.52

표 A.10 기능수행수준 동수압

그림 A.13 수류방향 동수압 재하(기능수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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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4 수류직각방향 동수압 재하(기능수행수준)

② 붕괴방지수준 동수압

깊이(m)
수평지진계수

()

동수압
수류방향

(kN/m2)

수류직각방향

(kN/m)

0.0



= 0.245

0 0

1.0 5.26 15.24

2.0 7.43 21.55

3.0 9.10 26.39

표 A.11 붕괴방지수준 동수압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

- A22 -

그림 A.15 수류방향 동수압 재하(붕괴방지수준)

그림 A.16 수류직각방향 동수압 재하(붕괴방지수준)

A.3.3.3 하중조합

수문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은 평가요령의 4.1.2와 4.1.4에 따라 조합하였다.

하중조합은 고정하중과 지진하중을 조합하였으며 지진하중은 X축과 Y축, +방향과 -

방향을 고려하였으며 X축은 직각방향(수류직각 방향)이고 Y축은 주축방향(수류방향)

이다. 동토압과 수류직각방향 동수압은 X축 방향으로만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X축

방향에 대해서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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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의 방향별 조합은 평가요령의 4.1.2, 3에 따라 주축방향(수류방향)의 조합

은 주축방향(수류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수류방향) 지진응답에 직각

방향(수류직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수류방향) 지진응답의 30%를

합하고, 직각방향(수류직각방향)의 조합은 직각방향(수류직각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수류직각방향) 지진응답에 주축방향(수류방향)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수류직각방향) 지진응답의 30%를 합한다.

구분
하중조합

Load Case 하중종류 방향

고정

하중

()

1 자중 - - [z방향]

2 조작실 하중 - - [z방향]

3 정수압 수류방향 + [y방향]

지진

하중

()

4

관성력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

수류방향 + [y방향] - [y방향]

수류직각방향 + [x방향], - [x방향]

5 동토압 수류직각방향
+ [x방향, 좌측측벽],

- [x방향, 우측측벽]

6 동수압
수류방향 + [y방향]

수류직각방향 + [x방향], - [x방향]

조합(주축방향) 




조합(직각방향) 




Envelope Envelope(조합1, 조합2)


 : 주축방향(L)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L)의 지진응답


 : 직각방향(T)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주축방향(L)의 지진응답


 : 직각방향(T)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T)의 지진응답


 : 주축방향(L)의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직각방향(T)의 지진응답

표 A.12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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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4 기능수행수준 내진성능평가

A.3.3.4.1 해석 결과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A.17 축력도(기능수행수준)

그림 A.18 전단력도(기능수행수준)

그림 A.19 모멘트도(기능수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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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4.2 기능수행수준 평가

기능수행수준의 평가는 수문의 구성요소별로 평가요령의 4.4.4에 따라 평가한다.

1) 문기둥

① 외측(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①번)

모멘트-곡률해석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631.16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1056.94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그림 A.20 문기둥(외측) 기능수행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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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측(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④번)

모멘트-곡률해석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566.37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1018.95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그림 A.21 문기둥(내측) 기능수행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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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벽

① 외측(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①번)

모멘트-곡률해석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1719.73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1794.47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그림 A.22 측벽(외측) 기능수행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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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측(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④번)

모멘트-곡률해석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1594.10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2235.01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그림 A.23 측벽(내측) 기능수행수준 평가



부록 A. 수문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 A29 -

3)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휨강도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271.06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표 A.13 조작대 슬래브 기능수행수준 평가

(작용모멘트가 휨강도의 70% 이하여서 주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함)

4) 날개벽

휨강도
작용

모멘트

항복

여부

    

    0.95 X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표 A.14 날개벽 기능수행수준 평가

(작용모멘트가 휨강도의 70% 이하여서 주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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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5 붕괴방지수준 내진성능평가

A.3.3.5.1 해석 결과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A.24 축력도(붕괴방지수준)

그림 A.25 전단력도(붕괴방지수준)



부록 A. 수문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 A31 -

그림 A.26 모멘트도(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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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5.2 붕괴방지수준 평가

붕괴방지수준의 평가는 수문의 구성요소별로 평가요령의 4.4.4에 따라 평가한다.

1) 문기둥

(1) 외측

① 부재력 요약(최대 모멘트 발생 부재 ①번)

No Name (kN) (kN×m) (kN×m)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296.81 398.43 2426.40 394.28 105.20

2 붕괴방지(수류직각) 522.70 1286.43 614.84 72.35 387.83

표 A.15 문기둥(외측) 부재력 요약

② 검토조건

문기둥 외측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철근비

2.125 ㎡ 0.0191955 ㎡ 0.00903

표 A.16 문기둥(외측)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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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M 상관도

검토단면 : 문기둥 외측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751183 m4

Izz = 0.245269 m4

Ag = 2125000.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A.27 문기둥(외측)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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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단검토

No Name (kN)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296.81 394.28 105.20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495.70

kN

394.28

kN
O.K

2

붕괴방지(수류직각방향) 522.70 72.35 387.83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337.91

kN

387.83

kN
O.K

그림 A.28 문기둥(외측)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2) 내측

① 부재력 요약(최대 모멘트 발생 부재 ④번)

No Name (kN) (kN×m) (kN×m)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528.64 -349.47 -2063.82 380.50 57.63

2 붕괴방지(수류직각) 257.32 1293.88 38.94 55.20 363.33

표 A.17 문기둥(내측) 부재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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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조건

문기둥 내측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철근비

1.45 ㎡ 0.0169035 ㎡ 0.01166

표 A.18 문기둥(내측)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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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M 상관도

검토단면 : 문기둥 내측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129958 m4

Izz = 0.517277 m4

Ag = 1450000.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A.29 문기둥(내측)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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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단검토

No Name (kN)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296.81 380.50 57.63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928.58 kN 380.50 kN O.K

2

붕괴방지(수류직각방향) 522.70 55.20 363.33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634.42 kN 363.33 kN O.K

그림 A.30 문기둥(내측)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3) 문기둥 잔류변위 검토

허용잔류변위는 평가요령의 4.4.4.1에 따라 문기둥 하단에서 상부구조의 관성력의

작용점 높이까지의 1/100 이내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예제는 모든

부재가 탄성범위내의 거동으로 잔류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소성거동을 하게 되면 잔류변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잔류변위 검토 방법

은 “A.3.3.5.3 붕괴방지수준 평가(소성거동)”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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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벽

(1) 외측

① 부재력 요약(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①번)

No Name (kN) (kN×m) (kN×m)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132.96 1108.22 4124.65 521.90 86.39

2 붕괴방지(수류직각) 1220.75 3853.00 1237.39 97.51 690.19

표 A.19 측벽(외측) 부재력 요약

② 검토조건

측벽 외측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철근비

3.62 ㎡ 0.036672 ㎡ 0.01012

표 A.20 측벽(외측)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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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M 상관도

검토단면 : 측벽 외측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539143 m4

Izz = 2.458594 m4

Ag = 3622666.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A.31 측벽(외측)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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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단검토

No Name (kN)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132.96 521.90 86.39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2189.83

kN

521.90

kN
O.K

2

붕괴방지(수류직각방향) 3853.00 97.51 690.19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774.14

kN

690.19

kN
O.K

그림 A.32 측벽(외측)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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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측

① 부재력 요약(최대모멘트 발생 부재 ④번)

No Name (kN) (kN×m) (kN×m)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901.11 1093.76 5119.70 425.81 55.20

2 붕괴방지(수류직각) 892.31 3643.89 1535.91 68.27 628.51

표 A.21 측벽(내측) 부재력 요약

② 검토조건

측벽 외측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철근비

3.398 ㎡ 0.045267 ㎡ 0.0133229

표 A.22 측벽(내측)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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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M 상관도

검토단면 : 측벽 외측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487734 m4

Izz = 2.449426 m4

Ag = 3622666.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A.33 측벽(내측)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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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단검토

No Name (kN) (kN) (kN)

1

붕괴방지(수류방향) 901.11 425.81 55.20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372.70

kN

425.81

kN
O.K

2

붕괴방지(수류직각방향) 892.31 68.27 628.51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688.83

kN

628.51

kN
O.K

그림 A.34 측벽(내측)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3)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① 부재력 요약

No Name (kN×m) (kN)

1 붕괴방지(Max) 778.59 299.08

표 A.23 조작대 슬래브 부재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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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조건

조작대 슬래브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주철근 D22@150mm 단면두께 500mm

표 A.24 조작대 슬래브 검토조건

③ 단면검토

No 구분 작용력 내하력 판정

1 휨강도 778.59 kN×m     

    O.K

2 전단강도 299.08 kN   

     O.K

표 A.25 조작대 슬래브 단면검토

4) 날개벽

① 부재력 요약

No Name (kN×m) (kN)

1 붕괴방지(Max) 0.95 1.75

표 A.26 날개벽 부재력 요약

② 검토조건

날개벽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주철근 D13@250mm 단면두께 400mm

표 A.27 날개벽 검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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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면검토

No 구분 작용력 내하력 판정

1 휨강도 0.95 kN×m     

    O.K

2 전단강도 1.75 kN   

     O.K

표 A.28 날개벽 단면검토

5) 말뚝기초

말뚝기초의 상세한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 요

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며, 본 예제에서는 검토 결과를 요약하였다.

① 검토조건

그림 A.35 말뚝기초 평면도(단위:mm)

그림 A.36 말뚝기초 정면도(단위:mm)



기존 시설물(수문) 내진성능 평가요령

- A46 -

그림 A.37 말뚝기초 지반조건

말뚝기초

설계기준강도  = 24.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주철근 D19@100mm 기초단면두께 1000mm

말뚝종류 강관말뚝 말뚝제원 ϕ406.4×9t
말뚝지지방식 선단지지

표 A.29 말뚝기초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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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재력 요약

구 분
연직력

(kN)

수류방향

(kNㆍm)

수류직각방향

(kNㆍm)

수류방향

(kN)

수류직각방향

(kN)

붕괴방지수준 -2719.100 97239.196 29190.270 4931.520 2510.970

표 A.30 말뚝기초 부재력 요약

③ 단면검토

구 분

지지력검토

(kN)

수평변위검토

(mm)

휨응력검토

(MPa)

전단응력검토

(MPa)
검

토
작용 허용 작용 허용 작용 허용 작용 허용

말

뚝

수류직각 796.01 2605.24 -6.41 15.00 148.66 199.50 13.75 120.00 OK

수류방향 431.36 2605.24 -10.61 15.00 176.78 199.50 27.01 120.00 OK

표 A.31 말뚝 검토 결과

구 분

휨검토

(kN.m)

전단검토

(mm) 검 토
   

기

초

수류직각 27.896 656.741 28.750 563.38 OK

수류방향 140.077 656.741 138.22 563.38 OK

표 A.32 기초 바닥판 검토 결과

A.3.3.5.3 붕괴방지수준 평가(소성거동 시)

본 내용은 붕괴방지수준에서 문기둥, 측벽 등의 탄성지진력이 휨강도보다 커서 소

성거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모델링

수문의 소요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지진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중 문기둥, 측벽 등

의 휨강성()은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항복유효강성을 사용하거나 부

록 A.3.3.1에서 제시된 식으로 계산된 항복 시 유효단면2차 모멘트를 사용한다(부록

A.3.3.1 참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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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성능평가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을 참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A.38 붕괴방지수준 내진성능평가 절차(소성거동 시)

붕괴방지수준에서 소성거동을 하는 경우는 잔류변위가 발생되어 문짝의 개폐가 방

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기둥에 대한 잔류변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기둥의 잔류변위는 평가요령 4.4.4.1 해설을 참조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 소요변위연성도

 : 항복변위

소요변위연성도()와 항복변위( )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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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5.4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붕괴방지수준)

본 내용은 평가요령 4.6절의 붕괴방지수준에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시 적용할 수

있다.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은 평가요령 4.1.1, 4에 따라 모드해석을 통한 붕괴방지수준의

상세평가에서 “C/D비”(보유성능/요구성능 비)가  ≤ C/D < 1.0인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값 는 관리(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에만 적용하며, 평가요령의

4.4 및 4.5의 구성요소의 평가거동한계의 만족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휨평가의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

로 평가한다.

1)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절차

그림 A.39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절차

2) 초기상태해석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고정하중에 의한 내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진에 의한

응답이 산정되어야 한다. 즉,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고정하중상태와 지진하중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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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합으로 중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고정하중(자중, 조작실 하중, 정

수압, 정토압 등) 상태에서 초기상태해석을 수행하여 고정하중 상태에서의 내력을 먼

저 산정하여야 한다.

그림 A.40 조작실 하중 재하

그림 A.41 정수압 하중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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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2 정토압 하중 재하

3) 재료모델을 적용한 비선형 모델링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은 평가요령 4.6.3에 따라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재료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예제는 파이버(fiber)요소에 콘크리트 재료모델

은 Mander 식을 적용하였으며, 철근 재료모델은 Menegotto-Pinto 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A.43 파이버요소 및 재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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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단부구역을 재료모델이 적용된 파이버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A.44 단부구역 파이버 모델 할당

4)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

입력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은 평가요령 4.6.2에 따라 기반암(지반)의 응답스펙트럼

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인공합성 지반운동”)하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진

환경에서 계측된 실지진기록을 기반암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후 지반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얻는다. 다만,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세한 지반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 지역의 지반종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게 시간이력을 생성할 수

있다.

입력지반운동은 수평입력지반운동과 수직입력지반운동을 한 세트로 하여 최소 3세

트 이상을 생성한다. 다만 시설물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은 생략할

수 있다. 임의의 2개의 입력지반운동 시간이력간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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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DIR Y-DIR Z-DIR

1SET

2SET

3SET

그림 A.45 S1지반 인공합성지진파 생성

(a) 1SET (b) 2SET (c) 3SET 

그림 A.46 S1지반 표준응답스펙트럼과의 부합성 검토

5) 부지응답해석

만약 해당 지역의 지반종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게 시간이력을 생성하지

않고 그림 A.46과 같이 기반암(지반)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

성(“인공합성 지반운동”)하거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진환경에서 계측된 실지진기록

을 기반암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경우,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지층별

지진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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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7 지반응답해석을 통한 지층별 지진파 생성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세한 지반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림 A.47과 같이 지반

응답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반종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게 시

간이력을 생성할 수 있다.

지반종류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게 생성된 입력지반운동은 수평입력지반

운동과 수직입력지반운동을 1세트로 하여 최소 3세트 이상을 생성한다. 다만 시설물

의 지진거동에 영향이 적은 입력지반운동은 생략할 수 있다. 임의의 2개의 입력지반

운동 시간이력간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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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DIR Y-DIR Z-DIR

1SET

2SET

3SET

그림 A.48 지반종류() 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는 입력지반운동 생성

6) 기초지반 스프링계수 산정

평가요령 4.6.3에 따라 기초를 비선형성을 고려한 등가의 스프링으로 모델화하는

경우, 등가스프링계수는 그림 A.49와 같이 해석을 통해 산정할 수도 있으며, “기존 시

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따라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림 A.49 기초지반 스프링계수 산정을 위한 말뚝기초 해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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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0 기초지반 스프링계수 산정

구분
수평방향

스프링계수

수직방향

스프링계수

수평방향 회전

스프링계수

수직방향 회전

스프링계수

말뚝기초

 ,

(kN/m)
 (kN/m)

 , 

(kN-m/rad)



(kN-m/rad)

5.6 х 106 4.34 х 108 2.07 х 1010 1.0 х 109

표 A.33 기초지반 스프링계수

7)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및 해석결과

본 예제는 평가요령 4.6.3에 따라 입력지반운동을 3세트로 구성하여 각 해석에서

구해진 응답의 최댓값을 최대응답값으로 하였다. 만약 7세트 이상의 압력지반운동을

사용한 경우는 각 해석에서 구해진 최대응답의 평균값을 최대응답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예제는 최대

모멘트와 최대 전단력이 발생된 내부 측벽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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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1 최대 부재력 발생 위치

그림 A.52 수류직각방향 모멘트

그림 A.53 수류방향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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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4 수류방향 모멘트 이력 거동

그림 A.55 수류방향 전단력 이력 거동

그림 A.56 내부 측벽 단면 균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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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최대 발생응력 약 115 MPa로 항복강도에 도달하지 않아 탄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57 내부 측벽 철근 재료모델 거동

콘크리트의 최대 발생응력 약 5 MPa이며, 압축변형률은 약 0.0002로 나타났다.

그림 A.58 내부 측벽 콘크리트 재료모델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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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진성능평가

① 문기둥 및 측벽

문기둥, 측벽 등 비선형 모델이 적용된 부재의 휨성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철근

과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응답곡선을 통해 철근의 항복여부와 콘크리트 극한변형률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단성능에 대해서는 응답스펙트럼 해석과 동일하게 전단강도를 평가할 수 있으

며, 비선형 거동이 확인되면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의 전단성능곡선

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재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스펙트럼 해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3.4 평가결과 검토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성 요소의 보유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유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록 B

통문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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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내진성능평가 대상구조물 제원

대상구조물은 통문으로 제원은 그림 B.1～B.3과 같다.

그림 B.1과 그림 B.2에 대상구조물의 평면도와 측면도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림

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문조작대 및 문기둥으로 높이는 약 3m이고, 폭

은 약 4m 이다. 문기둥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그림 B.3에 나타내었다.

그림 B.1. 통문 평면도

그림 B.2. 통문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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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정면도

그림 B.3 통문 문기둥의 평면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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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내진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내진성능 본평가를 발주

하기 전 단계로서 우선순위평가를 실시한다. 우선순위평가는 평가요령의 제3장과 같

이 구조도, 지질주상도, 지반개량공사 실적, 설계도서 등의 기존 자료를 사용하며 우

선순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평가를 위한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평가 결과 우

선순위등급이 높은 시설물 순으로 본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우선순위평가

의 흐름도는 평가요령의 3.1절을 참조한다.

B.2.1 자료조사 및 분석

우선순위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요령의 3.2절과 같이 기초형식, 기초지반,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증폭과 같은 지표항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4개의 지표항목과 관

련된 아래의 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 하천구조물의 기초형식이 명시된 구조도

- 지질주상도

- 지반개량 공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실적

- 내진설계 적용 상태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착공년

B.2.2 우선순위평가 지표의 설정

B.2.2.1 기초형식에 따른 지표 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2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수문 및 통문의 기초형식에 따라

서 3가지의 지표가 있다. 대상구조물은 직접기초형식으로 지표는 이다.

B.2.2.2 기초지반에 따른 지표 설정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3.3.3절에서는 통문·통관은 본체암거, 수문은 바닥판의 기초

저면 직하의 토질과 N값을 이용하여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의 지층상태

는 그림 B.4와 같다. 따라서 지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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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4 통문 지반의 지질주상도

B.2.2.3 유효지반가속도에 따른 지표 설정

해당 통문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구역과 내진등급을 고려하여 내진성능 평가요령

3.3.4절에서는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

진성능 평가요령 2.2.1과 2.2.4절에 의해서 지진I구역의 내진I등급으로 지표는 이다.

B.2.2.4 지반증폭에 따른 지표 설정

통문이 위치한 지반종류에 따라서 평가요령 3.3.5와 같이 3가지의 지표로 나눈다.

대상구조물은 기반암까지의 깊이가 20m 이하로 토층 평균전단파속도가 260m/s이하

인 얕고 연약한 지반()으로 가정하여 지표는 이다.

B.2.2.5 우선순위평가로 결정된 지표

<표 B.1>는 우선순위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구한 4개의 지표값을

정리한 것이다.

판정기준 기초형식 기초지반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증폭

대상구조물 직접기초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지진I구역

내진I등급


지표    

표 B.1 통문 우선순위등급 판정을 위한 지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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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우선순위등급의 판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령 3.4의 <그림 3.4.1>을 통해서 대상구조물의 우선

순위등급을 구한다.

(기초형식지표)

지표 기초형식

a1 케이슨, 지지말뚝

b1 마찰말뚝

c1 직접기초

(기초지반지표)

지표 기초형식

a2
점성토, N치가 10이상인 

사질토가 3m 이상

b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미만

c2
N치가 10이하인 사질토 

5m 이상

(유효지반가속도지표)

지표 지진구역 및 내진등급

a3 II구역+내진II등급

b3 Ⅰ구역+II등급, II구역+I등급 

c3 Ⅰ구역+내진I등급

(지반증폭지표)
지표 지반종류

a4 S1
b4 S2, S3
c4 S4. S5

(지초형식·지반지표)

구분
기초형식

a1 b1 c1

지

반

a2 a1' a1' a1'
b2 a1' a1' b1'
c2 b1' c1' c1'

(입력지반운동지표)

구분
유효지반가속도

a3 b3 c3

증

폭

a4 a2' a2' b2'
b4 a2' b2' c2'
c4 b2' c2' c2'

(우선순위등급)

구분
지초형식·지반

a1' b1' c1'
입
력
운
동

a2' A A B
b2' A B C
c2' B C C

그림 B.5 통문의 우선순위등급 판정 결과

그림 B.5에 나타낸 우선순위등급 판정 결과와 같이 대상 구조물은 우선순위등급이

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평가요령의 3.4절과 같이 다른 통문의 우선순의등급과 비교

하여 본평가는 우선순위등급 C, B, A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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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내진성능 본평가

통문에 대한 내진성능 본평가는 평가요령의 제4장과 같이 기초 지반과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내실험, 액상화 평가, 예비평가, 상세평가(필요시)로 이루어지고 현

장조사에서는 육안조사를 비롯한 현장 시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채취

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결과와 실내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액상화 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를 수행한다. 예비평가는 진도법을 이용한 정적해석

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

시 여부를 결정한다.

B.3.1 현장조사 및 실내실험

구조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

험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의 실내실험을 통해 구조물의 기본적인 물성

을 획득한다. 또한 액상화 판정을 위해 SPT시험과 SPT시험을 통해 얻은 시료에 대

한 실내 입도분석실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험과 시험은 평가요령의 4.2절을 참조

한다.

B.3.2 액상화로 인한 구조물의 영향

수문 및 통문의 액상화로 인한 영향은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 요

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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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내진성능 본평가

B.3.3.1 통문의 예비평가

B.3.3.1.1 진도법

통문의 예비평가 지진해석법은 평가요령 4.5.2에 따라 진도법을 기본으로 한다.

통문의 예비평가를 위해 평가요령 4.5.3에 따라 그림 B.6과 같이 지진시 통문에 작

용하는 하중을 산정한다.

h'V1 V1

P1P2 P2

V1Kh V1Kh

P2K h P1K h P2K h

V2K h

V2

P1K

(a) 주축직각(수류직각방향)

V1

V

P2 P/21

2

P2Kh

Kh/2

V2/2

V1K h

P1Kh/2'

P1Kh /2

(b) 주축방향(수류방향)

그림 B.6 지진시 통문의 작용하중

그림 B.6에서 는 수평진도를 말하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 (식 B.3.3.1)

 및 는 각각 통문이 설치된 지반의 단주기증폭계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이며,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다.

대상구조물은 붕괴방지수준에서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0.154이며 지반분류

로 단주기지반증폭계수()는 1.592이다. 따라서 수평진도()는 0.613으로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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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진구역계수(Z) 위험도계수(I) 단주기지반증폭계수() 수평진도()

기능수행
0.11

0.57 1.7 0.266

붕괴방지 1.4 1.592 0.613

표 B.2 수평진도() 산정(지반)

B.3.3.1.2 하중계산

1) 고정하중

① 자중(Load Case 1) : self-weight

② 조작실 하중(Load Case 2) : 권양기, 문짝, 기타 설비 등

상부 조작대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권양기, 기타 설비 등의 하중이 있으며, 문짝은

상부 조작실에 중량이 걸려 있는 경우 문짝 중량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문짝이 바닥

에 놓여 있어 문짝의 중량이 상부 조작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상부 조작대에 작용하는 주하중은 설계도서를 참조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구분 하중 구분 하중값 비고

Load Case 2 고정하중
P1 49.00 kN

조작실 하중
P2 4.90 kN

표 B.3 조작실 하중값 정리

③ 정수압(Load Case 3)

대상 구조물은 통문 상부의 문기둥으로 직접 작용하는 정수압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2) 지진하중

① 수평지진하중(Load Case 4)

수평진도()를 사용하여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한다.

대상구조물의 예비평가를 위해 필요한 하중 값을 표 B.4와 B.5에 정리하여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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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표 B.4는 기능수행수준이며 표 B.5는 붕괴방지수준으로 지반분류는 이다.

구분 하중값 구분 수평지진하중

V1 36.46 kN V1Kh 9.17 kN

V2 111.62 kN V2Kh 29.69 kN

P1 49.00 kN P1Kh 13.03 kN

P2 4.90 kN P2Kh 1.30 kN
P'1 9.80 kN P'1Kh 2.61 kN

표 B.4 기능수행수준 지진하중(= 0.266 (지반))

구분 하중값 구분 하중값

V1 36.46 kN V1Kh 22.35 kN

V2 111.62 kN V2Kh 68.42 kN

P1 49.00 kN P1Kh 30.04 kN

P2 4.90 kN P2Kh 3.00 kN
P'1 9.80 kN P'1Kh 6.01 kN

표 B.5 붕괴방지수준 지진하중(= 0.613 (지반))

② 동토압(Load Case 5)

대상 구조물은 통문 상부의 문기둥으로 토압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동수압(Load Case 6)

대상 구조물은 통문 상부의 문기둥으로 직접 작용하는 동수압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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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1.3 대상 구조물 모델링

(a) 구조물 전경 (b) 주축직각방향(수류직각) (c) 주축방향(수류방향)

그림 B.7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통문의 문기둥을 그림 B.7와 같이 모델링 하고 그림 B.6에 나타낸 방법으로 하중을

입력하였다.

B.3.3.1.4 하중조합

통문의 예비평가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평가요령 4.5.3에 따라 아래의 표 B.6

과 같이 조합한다. 하중조합은 표 B.6과 같이 고정하중()과 지진하중()으로 조

합되고 지진하중은 +방향과 –방향을 고려한다.

구분 하중조합

통문의 예비평가
A

Envelope

(1.0)[:지진하중(+방향)], (1.0)[;지진하중(-방향)]
B (1.2)[:고정하중] + (1.0)[A:Envelope]

표 B.6 하중조합

B.3.3.1.5 기능수행수준 내진성능평가

1) 주축(본체암거의 길이방향)직각방향(수류직각)

(1) 해석결과

주축직각방향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B.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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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그림 B.8 주축직각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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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수행수준 평가

기능수행수준은 부재의 철근항복 여부와 균열폭을 검토한다. 철근의 항복여부는

수문예제에서와 같이 실제강도를 적용한 단면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실

제강도를 적용한 휨 보유성능의 약 70%미만이면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문기둥

단면해석 또는 휨 보유성능 작용 모멘트 항복여부 판정

242 kN.m 98.54 kN.m X O.K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②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단면해석 또는 휨 보유성능 작용 모멘트 항복여부 판정

396.95 kN.m 113.62 kN.m X O.K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2) 주축방향

(1) 해석결과

주축방향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B.9와 같다.

(a) 전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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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그림 B.9 주축방향 해석결과

(2) 기능수행수준 평가

기능수행수준은 부재의 철근항복 여부와 균열폭을 검토한다. 철근의 항복여부는

수문예제에서와 같이 실제강도를 적용한 단면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실

제강도를 적용한 휨 보유성능의 약 70%미만이면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균열폭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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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기둥

단면해석 또는 휨 보유성능 작용 모멘트 항복여부 판정

355 kN 184.91 kN X O.K

균열검토 ·  ∙∙          ∴ (부식성 환경)

②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주축직각방향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축직각방향에 비해 작용모멘트가 작

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3.1.6 붕괴방지수준 내진성능평가

1) 주축직각방향

(1) 해석결과

주축직각방향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B.10과 같다.

(a) 전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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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그림 B.10 주축직각방향 해석결과

(2) 붕괴방지수준 평가

① 문기둥

가. 부재력 요약

No Name (kN) (kN×m) (kN×m)

1 주축직각방향 193.68 -98.5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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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D16@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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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38.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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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상관도

검토단면 : 문기둥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006845 m4

Izz = 0.024070 m4

Ag = 345000.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B.11 문기둥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라. 전단검토

No Name (kN) (kN)

1

붕괴방지(주축직각방향) 136.20 80.57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169.37 kN 80.57 kN O.K

그림 B.12 문기둥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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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가. 부재력 요약

No Name (kN×m) (kN)

1 주축방향 113.62 136.57

나. 검토조건

조작대 슬래브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 띠철근D16@300mm

주철근 D19@200mm 단면두께 450mm

다. 단면검토

No 구분 작용력 내하력 판정

1 휨강도 113.62 kN×m     

    O.K

2 전단강도 136.57 kN   

     O.K

2) 주축방향

(1) 해석결과

주축방향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B.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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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단력도

(b) 휨모멘트도

(c) 축력도
그림 B.13 주축방향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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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붕괴방지수준 평가

① 문기둥

가. 부재력 요약

     

No Name (kN) (kN×m) (kN×m)

1 주축방향 136.20 2.84 184.91

나. 검토조건

설계기준강도  = 24.00 MPa 콘크리트 탄성계수  = 25811.01 MPa

철근항복강도  = 300.00 MPa 횡방향 철근의 형태 띠철근D16@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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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38.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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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상관도

검토단면 : 문기둥 검토조건 및 판정

fck = 24.00 MPa

fy = 300.00 MPa

Ec = 25811.01

MPa

Es = 200000.00

MPa

Iyy = 0.006845 m4

Izz = 0.024070 m4

Ag = 345000.00 mm2

탄성거동

O.K

그림 B.14 문기둥 휨-압축 평가(붕괴방지수준)

라. 전단검토

No Name (kN) (kN)

1

붕괴방지(주축방향) 193.68 77.46

V c=
1
6 (1+ N u

14A g
) f ckb wd

  

 

′
  

  판정

355.88 kN 77.46 kN O.K

그림 B.15 문기둥 전단 평가(붕괴방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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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부슬래브(조작대 슬래브)

주축직각방향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주축직각방향에 비해 작용모멘트와 작

용전단력이 작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B.3.3.2 통문의 상세평가

B.3.3.2.1 모드 해석법

안전측 해석인 진도법에 의해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드해석법을 사

용하며 수문의 모드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B.3.3.2.2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은 모드해석을 통한 붕괴방지수준의 상세평가에서 “C/D비”(보

유성능/요구성능 비)가  ≤ C/D < 1.0인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값 는 관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평가에만 적용한다.

B.3.4 평가결과 검토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성 요소의 보유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유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수 및 보강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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