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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은 목적은 기존 수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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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중 공도교는 ‘기존 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에 준하여 평가하

며 문짝 및 권양기는 관련 기계기준에 준하여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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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 요령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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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2. 내진성능 향상기준과 향상 절차

3. 내진성능 향상방법

4. 향상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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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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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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해석법

(5) 응답: 어떤 진동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

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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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크기 

이상의 년최대치가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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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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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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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11)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도가 

있는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진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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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유효지반가속

도는 최대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본 요령에서는 국내에선 최대유효지반가속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최대지반가속도를 평가 시 적

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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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배수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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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은 수문 및 통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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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체 구조물의 질량과 최대

지반가속도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간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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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내진성능 향상기준지진과 향상절차

2.1 일반사항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하천 설계기준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현 하천 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은 1997년도

에 지진공학회가 제안한 내진상위기준에 수문 시설물에 대한 상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문의 내진등급 분류기준만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진

하중의 결정에 필요한 지역계수, 위험도계수 및 지반계수는 내진상위기준의 내

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진하중의 크기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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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산정방법

은 각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의 내진평가에 

설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물의 향후 사용연수를 고려해 볼 때 비경제

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하중의 크

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수문은 그 용도가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사용목표수명의 고려여부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관리주체가 판단해야 할 사

항이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수문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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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구 위험계수, 하류피해 위험계수의 합으로 정의하며 각 위험인자에 따른 위험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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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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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하천수문은 지진에 의한 붕괴시 하류측 소개인구와 하류피해가 거의 없으

므로 총 위험계수가 10보다 크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든 수문은 내진2등급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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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도는 2.2.4항을 참조한다. 본 요령에서는 

붕괴방지수준 만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1. 기능수행수준

지진작용시나 지진경과 후에도 수문과 부속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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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어야 하며, 손상으로 인하여 수문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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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붕괴방지수준

수문에는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지진 작용시나 지진 

경과후에도 수문의 기능은 상실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후 수문의 정상기능을 회

복하거나, 하류에 피해를 발생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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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정, 하중조합, 강도감소계수 등 구조물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을 참조

해야 하는데 이에는 콘크리트 토목구조물의 내진설계시 고려할 특별한 철근상세

나 응답수정계수가 없으므로 붕괴방지 지진력작용시도 구조물은 탄성거동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붕괴방지시에 대해 구조물이 탄성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된다면, 기능수행수준의 지진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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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재해도는 보통암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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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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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으로 가정할 수 있고, 주파수 내용과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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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최대 지반가속도를 지진구역계수로 결정하였다.

설계 지반운동을 결정하는 방법 :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설정하여 지진의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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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주기

에서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지반가속도계수는 지진구역계수

와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표 2.2.5는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구분한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설정된 지진구역계수(Z)와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I)의 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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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SA, SB, SC, SD, SE, SF의 6종으로 분류하고, 분류

된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계수를 곱하여 2.2.5항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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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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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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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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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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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위치에 따라 결정된 2.2.5항의 지반가속도계수는 표 2.2.6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반( SF 제외)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

준에 따라 결정된 지반가속도계수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보통암 지반( SB; 표 

2.2.6)의 지표면 자유장인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속도이다.  따

라서 국지적인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그 부

지의 지반가속도계수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경암 지

반( SA)이면 지진동은 보통암 지반에 비해 감쇠되어야 하며, 그 외의 지반( S C ,

SD , SE )이면 지반 종류에 따른 지반계수를 활용하여 증폭해야 한다.

2.2.7 상세해석을 위한 가속도 시간이력의 결정

상세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은 평가대상 수문 부지나 지

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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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실제 기록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실제 지진 기록은 여러 연구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시 입력되는 

가속도 시간 이력은 기반암에 작용하므로 입력 지진 기록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이나 토사에서 계측된 기록을 기반암에서의 가속도 시간 이력으로 수

정한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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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시설물에 지진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지반 및 시설물의 공진 특성에 따른 다

양한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세 해석을 위해 활용되는 실제 지진 기록

은 되도록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즉 장주기와 단주기 성분을 모

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선

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본 요령에서는 지진기록 선정시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사용되는 규모 6.5의 실제지진기록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

장하며, 2007년 강능지진 등 내륙에서 발생된 지진을 증폭하여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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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시 시설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는 그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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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가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선정된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상세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록의 최대 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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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지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상세 해석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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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물의 내진성능 수준 및 대상지역 기반암에서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만족시켜

야 한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현재 다양한 인공 지진 생

성 코드가 제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공개 프로그램은 SIMQKE가 있다.

또한, 지반의 최대 가속도와 더불어 지진파의 주요 요소인 주파수 특성, 전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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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지속 시간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요 요소는 독

립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종속적인 복합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특성을 포함하는 지진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

속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며, 0.4Hz 정도까지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0초에서 2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 지속 시간에 상응하는 강진 지속 시간은 6초에서 1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지진파의 주파수 성분중 높은 주파수 성분인 24Hz 이상의 강

도는 시설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0.3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성분은 견

고한 시설물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문 시설물의 상세 해석

을 위한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되도록 충분히 길

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

은 상세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의 선정 및 수정된 다양한 주파수 특성의 실

제 가속도 시간 이력과 병행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인공 지진 기록은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응답스펙트럼을 가지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공지진기록의 작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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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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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증폭 특성을 반영한 증폭계수와 지진구역계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 계

수로서 C a는 단주기 특성을 C v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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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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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가속도계수 결정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할 경우, 지반가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

률이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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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가정하여 사용목표수명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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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한다.

식 (2.1)로부터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을 산정하고 이의 역수를   

취하여 재현주기를 구한다.  산정된 재현주기에 대한 지진위험도계수는 내진설

계기준연구에 제시된 재현주기별 지진위험도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적용

하여 산정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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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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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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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2.2.9를 지진구역에 따른 가속도계수에 적용하면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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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방법 및 절차

수문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은 내진성능 평가와 분리 시킬 수 없다.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결과 필요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성능 향상방법을 선

택하여 실시하게 되며, 실시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향상절차는 그림 2.3.1에 도시되어 있다.

시 작

내진성능 만족 여부
불만족

만족

내진성능

향상방법 선택

내진성능

향상방법 시공

완 료

그림 2.3.1 수문 내진성능 향상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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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내진성능 향상법

3.1 일반사항

수문은 그간 지진에 의한 붕괴 등 대규모 피해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피해는   

기전설비에서도 발생되었다. 따라서 기전설비 등 부대시설에 대한 내진검토 및 

필요시 보강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방과 일체 구조물인 통문의 지진에 의한 피해사례 또한 많지 않다. 그러나,  

보고된 피해사례는 주로 지반의 액상화를 동반하는 지반 및 주변제방의 변형이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수문의 내진대책은 지반의 액상화 대책을 우선해서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문의 내진성능만을 향상시키면 지반이 액상화하는 

경우 암거 저판부에 공동이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문의 내진성능 향상의 목표는 수문 주변지반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액상화로 인한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문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법은 매우 다양하며, 

근본적인 성능 목적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의 

적용은 다양한 공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속적인 신기술의 개발에 부합

하여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수문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공법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영향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적용 공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 공법이 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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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상방법

내진 성능 향상 측면의 종합적인 공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법의 철저한 분석 및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공법의 장․단점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 활용 재료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공법의 복합 적용 

및 활용 재료의 다양화를 통해 내진성능 향상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향상 공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법 적용의 

근본적인 목적과 전체적인 공법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재료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2.1 기초지반

지진시에 액상화한다고 판정되는 사질토층이 있어 수문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반개량 등의 액상화 대책에 따라서 수문의 안정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질

토층 일부의 액상화를 허용해도 수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대책공에 

따라서 수문주변 지반의 안정이 확보 가능한 경우는 액상화를 어느 정도 허용한  

설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내진설계의 정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액상화 대책에 따라서 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저항을 높여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1) 액상화 대책의 기본 방침

액상화 대책의 목표로서는 수문 기초지반의 내진성을 우선해서 확보하고, 지반의 

액상화 및 유동화 등 액상화에 의한 영향을 막는 것으로 2차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대책공을 실시한 수문 및 주변이 지진후에 

융기 등의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제방과의 내진 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수문은 하천제방 내에 구축되어 제방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므로, 지반개량 등의 액상화 대책을 검토하는 경우는 액상화 대책공이 동시에 

지반의 침하 대책공 등의 효과를 모두 갖도록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상화 대책 공법으로서는 <표 2.15>에 나타낸 것이 있다. 대책공법의  

선정은 공법의 적용성, 효과, 신뢰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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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의 액상화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신설수문과 기존수문을 보강하는 경우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

2) 액상화 대책

수문 아래의 지반이 액상화되지 않도록 개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 경우, 

대책공법으로서는 고결공법 등이 유효하다. 고결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만이 굳어져서, 주변지반과의 조화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근접부의 침하 대책에도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액상화 대책은 

제방의 규모, 액상화층의 심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암거 아래 

및 소단부를 우선해서 행할 필요가 있다. 대책범위는 액상화 대상층의 하단까지를 

최소 개량 심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개량체 자체의 안정 및 주변제

방의 지진시의 원호파괴에 대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제방의 지진시의 원호파괴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   

범위로서는 <그림 3.2.1>에 나타낸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L : 차수벽설치+2m와 10m 중 큰 값

그림 3.2.1 수문의 액상화대책의 범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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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공법의 개요와 특징 설계 시공의 유의점

환경조건 환경조건
단
가

시공
실적

진동
소음

지반
변이

지하수
차단 입경

액상화
층두께

적용심도
(m)

성토공법

치환공법

성토에 의해 천단부 지반을 압밀한다. 액상화 가

능성이 있는 지반을 액상화하지 않는 재료로 치환

한다. 무진동, 무소음, 용지확보의 필요가 있다.

치환굴삭시의 제방의 안정확보를 충분히 배

려한다. 성토에 의해 주변지반의 침하, 측방

변위의 영향 검토가 필요

小 小 없음
문제

없음

얕은층에

효과있음

3m정도의

액상화층

에 적용

저

가
보통

지

반

계

대

책

공

법

동적다

짐공법

샌드컴팩션

파일 공법

강관 케이싱을 지중에 관입시키고, 인발 시에 모

래를 압입시켜 다짐 모래 기둥을 타설하며, 동시

에 주변지반을 측방에서 압축한다. 점성토 지반에

도 적용 가능하다.

주변지반에 측방변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

반적 적용은 곤란하다. 채택하는 경우는 그

영향대책의 검토가 필요

大 大 없음

세립분

에

주의

두꺼워도

효과있음
30

저

가
많다

진동봉공법

특수 압입로드의 진동압입과 지표면으로부터의 모

래, 보급재의 충진에 의해 지반을 굳힌다. 시공의

기동성이 좋고, 능률이 좋다.

주변지반에 측방변위등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 적용은 곤란하다. 채용

하는 경우는 그 영향 대책의 검토가 필요

大 大 없음
세립분

에주의

두꺼워도

효과있음
20

저

가
보통

저진동

공법

고주파의 바이브로나 고주파의 바이브로 프롯트를

이용해서 주위의 지반이나 모래, 자갈 등의 보급

재를 굳힌다. 다른 굳힘 공법과 비교해서 소음, 진

동이 적고, 주변 지반의 변형도 적다.

주변지반에 측방변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中 小 없음

세립분

에주의

두꺼워도

효과있음
20

저

가
보통

정적다

짐

공법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충동성이 매우 적은 소일몰타르를 보어링공을 이

용해서 지반중에 압입하고, 고결체를 연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의해 주변지반을 굳힌다.

설비가 소규모로 저진동, 저소음, 경사시공이 가능

하다.

고결체가 연속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가 필

요. 보링공의 폐공을 확실히 실시. 또, 주변

지반에 측방변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필요

小 小 있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워도

효과있음

보어링

가능심도

보

통
적다

특수석탄

파일공법

스파이럴 케이싱을 회전 관입시켜, 특수 경소 생

석탄의 혼합재료를 항체에 타설하고 파일의 인장

압으로 사질지반을 정적으로 굳힌다.

저소음, 저진동, 점성토지반에도 적용가능

주변지반에 측방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삭공부의 폐

공 처리를 실시함

小 小 없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워도

효과있음
15

저

가
적다

표 3.2.1 지반의 액상화 대책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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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

법

자갈배수

공법

케이싱오가를 회전관입시켜, 지중에 쇄석 파일을

조성하고, 연직배수기능을 확보한다, 과잉간극수압

의 소산을 기대한다. 저진동, 저소음, 고결 가능

고결에 의한 경우는 진동에 의한 영향대책을

검토한다. 고결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지진

후에 어느 정도의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배수두부에 수평 배수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 내측에 적용하는 경우는 제체

침투류의 검토 필요.

小 小 없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우면

효과

떨어짐

25
보

통
많다

플라스틱

배수 공법

지반중에 플라스틱 보드 배수재를 타설해서 연직

배수기능을 확보하고,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을 기

대한다. 저진동, 저소음, 점성토지반에도 적용가능.

자갈배수와 비교하면 좁은 곳에서의 적용성이 높

다.

배수 두부에 수평 배수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 내에 적용하는 경우는 제체 침투류의

검토가 필요. 또, 지진후 어느 정도의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小 小 없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우면

효과떨어

짐

25
보

통
보통

구

조

계

대

책

공

법

고결공

법

심층혼합

처리공법

지반에 시멘트 등의 안정재를 교반혼합해서 굳힌

다. 저진동, 저소음, 시공의 신뢰성이 높다.

주변지반에 측방변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토식의 채용 등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小 中 있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워도

효과있음
30

보

통
많다

고압주입

교반공법

보어링공을 이용해서, 선단 노즐로부터 시멘트 그

라우트 등을 고압주입시켜 지반을 고화시킨다.

설비가 소규모, 소음, 진동의 문제가 적다.

이중관, 삼중관 공법에서는 근접시공이 가능

하지만, 암거저판 직하근접에서는 공동의 영

향이 있어 충분한 시공관리가 필요.

小
시공법

에의함
있음

호박돌

부적절

두꺼워도

효과있음

보어링

가능심도

고

가
적다

주입고압

공법

보어링공을 이용해서 시멘트 그라우트 등을 주입

해서 지반을 고화한다. 설비가 소규모, 소음, 진동

의 문제가 적다.

주입공법에서는 지반조건에 의해서는 균질하

고 일체화한 고결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小 小 있음
세립분

에주의

두꺼워도

효과있음

보어링

가능심도

고

가
적다

강재를

사용한

공법

자립판

공법

제체의 변형방지 공법으로 생각됨. 측방변위, 미끌

어짐에 대한 효과가 있다.

바이브로 타설의 경우는 진동에 의해 주변지

반의 침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 지하수류

및 침투류의 영향을 검토한다. 변형을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시공법

에의함
小 있음

자갈주

의

일반적으

로얕은층

5m정도의

액상화층

에 적용

보

통
보통

자립판

공법

(배수기능첨

부)

액상화시의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을 기대하고, 전

단변형을 억제한다.

판의 수동토압 저항이 기대된다. 액상화 억제, 측

방변위, 미끌어짐에 대해 효과가 있다.

바이브로 타설의 경우는 진동에 의한 주변

지반의 침하에 대해서의 검토가 필요. 변형

을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공법

에의함
小 있음

자갈주

의

일반적으

로얕은층

대상

10m정도

의

액상화층

에 적용

보

통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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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액상화 대책을 고결공법에 따라서 행하는 경우는 개량부만이 융기되어서 

개량체 주변부 제체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량체를 지지층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량체의 주변에 침하 대책을 고려하도록 한다. 

기존수문을 보강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문 아래 지반을 개량하는 것은 곤란

하다. 따라서, 주변제방 기초지반에 대한 액상화 대책을 고려하여 기존수문의  

내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액상화 대책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시공 공간의 조건에 따른 1차 선정을 행하는 등 시공조건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 토질 데이터가 충분히 얻어지지 못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가. 다짐

다짐에 의한 액상화 대책공법은 진동 또는 충격 등으로 사질토의 밀도를 크게 

하여 액상화 저항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짐효과를 이용한 액상화 대책공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모래다짐말뚝(SCP) 공법, 

봉다짐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Vibro flotation) 공법, 동다짐 공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짐에 의해 수평 토압이 증가하므로 인접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특수한 공법인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등을 제외하고 다짐에 의한 진동ž소음 등이 크다는 것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외에 지반의 세립분 함유량이 큰 경우에는 다짐이 곤란해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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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다짐말뚝(Sand compaction pile, SCP) 공법

강관 케이싱을 폐단의 상태로 지중에 관입시켜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케이싱 

내에 모래를 넣고 케이싱을 인발하면서 모래에 충격·진동 등을 가해 지중에   

주입함으로써 다져진 모래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모래다짐말뚝 공법에 의한 지반개량의 시공과정은 그림 3.2.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시공순서는 관입장비가 장착된 철재 케이싱을 가진기를 이용하여 설계

깊이까지 관입한 후 케이싱에서 매립모래를 주입하고, 주입된 모래를 다지면서 

점차 케이싱을 인발하며, 다시 케이싱을 가진하여 모래말뚝을 다짐하며 말뚝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반복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Sand

Sand

Sand

Sand

Sand

Sand

Sand

Sand
Sand

(a) Re-penetration method (b) Enlargement method of pike diameter

(c) Pile end vibratory compaction method

Sand level
meter

Vibrator

Sand mat

Shift Shift

Penetration

Forming sand
pile

Trace of

Location 
setting

Completion of
penetration

Completion of
forming sand pile( )( )( )

Casing pipe

pipe end

Zxtraction

Device for
enlargement
of pile
diameter

Re-penetration Sand Supply Forming

Vibroflot

S
a
n
d

Forming

그림 3.2.2 모래다짐말뚝 공법의 시공과정

이러한 방법으로 느슨한 모래지반을 압입한 모래말뚝으로 다짐하며, 모래말뚝 

주변의 원지반을 진동시키게 된다. 그리고 모래다짐말뚝 공법은 봉다짐과 바이

블로플로테이션(Vibroflotation) 공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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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다짐(Rod compaction) 공법

봉다짐 공법은 봉 모양 또는 말뚝 모양의 가진기를 지반에 관입시켜 지반을   

일시적인 액상화 상태로 만들어 지반을 조밀하게 다지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철재 파이프를 사용하는 바이브로 롯드(Vibro rod) 공법 및 Soil vibro 

stabilizing 공법, H형 철재막대를 사용하는 KF 다짐 공법, 관입침을 가진 철재

봉을 사용하는 Cross shape vibro 공법 등으로 구분된다.

봉다짐 공법과 모래다짐말뚝 공법은 다짐 원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봉다짐   

공법은 지반진동으로 생성된 간극 속에 모래가 채워지는데 반하여, 모래다짐말뚝 

공법은 케이싱을 통하여 강제로 다져지면서 모래가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봉다짐 

공법에 의한 지반개량의 시공과정은 그림 3.2.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가진기의 

용량, 특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매립 모래양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봉다짐 공법은 주로 인근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액상화 대책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진동이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량효율은 

지층구성, 입도, 층 두께 등에 큰 영향을 받는데,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세립층이 포함된 모래지반에서는 그 효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세립율 

15~20% 이하의 모래지반에서 적용한다. 또한 다짐효과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는 현장시험은 필수적이다. 

① Setting location

② Penetration

③ Extraction
④ Supplying

material &
Re-penetration

Repetition
of ③ & ④

⑤ Completion

Supply

그림 3.2.3 봉다짐 공법의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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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브로 플로테이션(Vibro flotation)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Vibro flotation) 공법은 그림 3.2.4와 같이 지중에 바이브로 

플롯(vibro flot)이라는 편심추를 내장한 강관을 선단 노즐로부터 물을 분출시키

면서 연직으로 관입시켜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추를 회전시켜 관을 진동시키

면서 서서히 끌어올린다. 진동에 의해 지반이 다져진 결과, vibro flot의 주위에 

생긴 틈새에 자갈, 모래 등의 조립재료를 흘려 넣은 공법이다.

이 공법과 모래다짐말뚝 공법은 다짐 원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봉다짐 

공법과 마찬가지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빈 간극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법이나 바이블로 플롯(Vibro flot)의 용량에 따라 다짐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193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

되어 1940년대 미국과 유럽(특히, 미국)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1 Initiation of penetration 2 Completion of penetration

3 Charging and compaction 4 Completion of compaction

of charging materials

hopper

GL

1 Initiation of penetration 2 Completion of penetration

1 Initiation of penetration 2 Completion of penetration

3 Charging and compaction 4 Completion of compaction

of charging materials

hopper

GL

3 Charging and compaction of 

charging materials
4 Completion of compaction

그림 3.2.4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의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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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극수압소산

간극수압소산에 의한 액상화 대책공법은 지반 내에 투수성이 매우 좋은 쇄석 등의 

말뚝을 타설하여 지진시 사질토 내에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 소산을 촉진시켜 

액상화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자갈배수(Gravel drain) 공법을 들 수 

있다. 이 공법은 다짐에 의한 공법과 비교하여 진동ž소음이 적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원리에 의한 공법은 설계에 있어서 말뚝 

타설간격 결정에 많은 설계변수가 필요하며 복잡한 계산을 요한다. 또한 원래 

지반의 사질토 자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과잉간극수압 발생을 

허용하는 공법이다. 더욱이 과잉간극수압비가 1.0에 가까워지면 급격히 큰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성강도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공법은 

다짐 등의 다른 공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공법의 일종으로

서의 최근 말뚝에 배수기능을 첨가시켜 말뚝 자체의 강도와 배수기능 부가에 

의한 과잉간극수압 소산의 양쪽 효과로 액상화 대책을 실시하는 공법이 개발되

었다. 즉, 세립분 함유율이 크고 투수성이 낮은 지반에서는 이 공법의 적용이 

곤란하다.

액상화 대책으로의 배수공법의 목적은 지반의 전체 배수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배수는 일반적으로 연직 말뚝의 형태로 배치된다. 그러나 벽체형 배수, 

구조물 주위의 배수, 널말뚝의 배수장치와 같은 다른 형태의 배수도 많이 제안된 

바 있다.일반적으로 자갈이나 깬 돌이 배수재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무수한 

작은 간극을 가진 합성소재(예, 플라스틱)의 파이프도 배수재로 사용된다. 자갈과 

깬 돌을 사용하는 파이프형 배수공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예로 배수와 

다짐을 동시에 가하는 자갈배수 공법이 있다.

배수공법은 지반 침하가 적고 과잉간극수압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짐공법과 

비교하여 지진에 대한 시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배수공법으로 개량된 

느슨한 모래지반의 압축특성도 연성(Ductility)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큰 안전율이 필요한 기존 구조물 또는 시공조건에 제한이 있는 신규 구조물에서는 

배수공법보다는 자갈 모래 뒷채움 치환과 같은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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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결

고결에 의한 액상화 대책공법으로는 심층혼합처리 공법과 주입 공법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 심층혼합처리 공법은 사질지반 내에 시멘트 등의 안정재료를 혼합하여 

지반을 고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기존 건축물 바로 아래 지반의 액상화 

대책에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축물 주위의 지반을 심층혼합에 

의한 지중 연속벽으로 둘러쌓은 다음 전단변형 억제효과 또는 지진후의 측방유동 

방지효과를 기대하는 액상화 대책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1) 심층혼합(Deep mixing)처리 공법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반개량공법으로 심층혼합

(Deep mixing)처리 공법이 있다.

① 개량지반의 동적 특성 

비교적 작은 크기의 비구속압축강도, qu=49 kN/m 2 정도는 액상화 저항력을 

상당한 정도로 증가시킨다.  개량지반은 비개량지반에 비해 매우 큰 전단강성을 

갖는 반면 매우 작은 감쇠상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전단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단강성은 감소하고 감쇠상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심부혼합공법을 

이용하여 개량된 지반은 매우 큰 액상화 저항력을 갖게되고 그 결과 액상화 

발생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② 지반개량 형태 

지반개량 형태로는 그림 3.2.5과 같이 블록형태, 벽체형태, 격자형태, 말뚝형태,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형태별 특징은 표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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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태> <벽체형태> <격자형태> <말뚝형태>

장말뚝

장말뚝

단말뚝

그림 3.2.5 지반개량 형태

블록형태의 경우 전체 지반이 개량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액상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벽체, 격자, 말뚝 형태의 경우는 개량되지 않은 지반이 

남아있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액상화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 지반의 개량이 

완전한 정도까지 이뤄지게 되면 개량되지 않은 지반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액상화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표 3.2.2 지반개량 형태별 특징

구분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특징

블록

형태

일체형으로 외력에 저

항하는 효과.

전체적으로 높은 안정

성 제공.

개량지역이 다른

개량종류보다 큼.

장시간의 공

사 기간이

필요.

개량지역은 중력식

구조물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슷.

벽체

형태

개량된 각각의 벽체는

서로 연결되어 일체형

으로 높은 안정성 제

공.

블록종류보다 개량

지역은 작고 비용

은 낮음.

장비의 정확

한 조절이

필요.

벽체사이에 존재하는

비개량지역을 점검이

필요. 개량지역은 내

부안정성에 의해 결

정.

격자

형태
블록과 같은 효과.

블록종류와 벽체종

류의 중간.

시공절차가

어려움.

내력의 3차원 해석이

필요.

말뚝

형태

수평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 안정.

짧은 공기와 작은

개량범위로 인하여

경제적.

L a p p i n g이

불필요

각각의 말뚝에 대한

안정해석이 필요.

접원

형태

수평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 안정. 주외력

의 방향에서 기둥의

열이 안정성을 증가시

킴.

블록종류에 비해

경제적.

접원을 위한

정확한 조절

이 필요. 긴

공사기간.

전체 구조물과 각각

의 말뚝에 대한 안정

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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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범위

도로, 제방, 반지하 매설구조물(성토에 의해 건설되는 도로), 박스형태의 지하구

조물, 건물의 기초 등에 적용된다. 심부혼합처리 공법은 성토구조물의 경우 유동

파괴를 방지하는데 사용되며, 지하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융기를, 기초에 

대해서는 지지력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④ 시공과정

심층혼합처리 공법은 기계혼합 공법과 고압분사 공법으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사질토 지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슬러리 기계혼합 공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전체 시공과정은 그림 3.2.6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배치, 주입, 저면도달 및 분사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점토질 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성지반인 사질토 지반의 

경우 기계의 지반굴착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심부

혼합기는 액상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질토 지반 즉 N치가 10이하인 

지반에 사용되므로 이와 같은 확인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말뚝이 중첩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첩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량말뚝의 사전강화가 지양되어야 하며 작업시기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지연제나 지연효과를 갖는 시멘트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슬러리의 경우 물-시멘트 비에 있어서 높은 함수량이 요구된다.

그림 3.2.6 심층혼합처리 공법의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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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입 공법

(가) 직접기초의 내진성능 보강에 있어서 주안점은 기초의 지지력 및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확대기초 또는 말뚝캡의 경우 기둥이나 말뚝의 

항복이 일어나기 전에 기초 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 위의 층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진력에 대한 기초의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하중에 의해 예기치 않은 상대적으로 큰 수평변위가 

발생하여 기초에 균열이 발생하고 기초는 파괴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기초의 내진성능 보강에 있어서는 기초의 지지력과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나) 기존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개량은 개량공법의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개량효과는 뛰어나더라도 진동다짐과 

같이 시공과정에서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량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지반의 개량 및 보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은 확대기

초의 수직방향 지지력 향상, 확대기초 저면에서의 수평마찰저항력 증가, 기초 

주변지반에서 수동저항력 증가 등이다. 기초의 지지력 을 향상시키는 공법에는 

제한이 따른다.  흙의 제거 및 치환방법과 진동다짐공법 등은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공법은 기존 시설물에 큰 피해없이 지반의 

강성을 증가시켜 기초의 지지력 및 기초저면에서의 마찰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수평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입공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압축주입공법, 침투주입공법, 사출주입공법 등이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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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다양한 주입공법 의 개요도

(다) 압축주입공법 은 다양한 지반에 적용이 가능하고  흙의 강성을 증대시켜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보다 깊고 강한 흙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흙, 시멘트, 물의 

혼합물을 지반에 주입하여 구근모양의 벌브를 형성시킨다. 이와 같이 지중에 

형성된 벌브는 주변지반을 조밀하게 하고  압력을 가하여 수평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사질토에서 이와 같은 정적인 압력의 효과는 진동다

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압축공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용치를 벗어

나는 히빙 또는 수평변위에 반드시 주의를 요한다. 침투주입공법은 화학적 

주입공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사질토에 특히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실트질 

모래나 보다 미세한 입자의 흙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사출주입공법은 

시멘트와 같은 안정물질을 지중에 고속으로 분사하는 방법이다

(라) 흙의 치환방법과 진동공법 등은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치환공법은 기존의 흙보다 강하고 조밀한 흙(시

멘트-안정처리 흙)등을 이용한다. 현장에서 충격 또는 진동다짐에 의한 지반개

량은 반드시 다짐 대상층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하고, 진동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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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환

치환 공법은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액상화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즉, 액상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흙은 그 입경분

포가 특정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쇄석 등과 같이 액상화하지 않는 재료로 지반을 

치환하는 방법이다. 또한 액상화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의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멘트 등과 같은 안정재료를 혼합하여 액상화 저항강도를 향상시킨 흙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지반이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여 다짐에 의한 대책이 곤란한 

경우에 다짐이 쉬운 모래로 치환하여 다짐을 병용함으로서 지반의 액상화 저항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바. 전단변형억제

전단변형억제에 의한 액상화 대책공법은 지중에 지중연속벽 등을 타설하여 지진

시의 지반전단변형을 억제함으로써 액상화 방지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대상지반을 지중연속벽 등으로 둘러쌓는 것이므로 액상화 대책이 곤란한 기설구

조물 등의 하부지반에 적용되는 수가 많다. 유의점으로서는 지진시의 전단변형량 

산정 및 액상화방지에 대한 전단변형억제효과 산정이 어려운 것을 들 수 있다. 

전단변형억제공법의 원리를 그림 3.2.8에 나타내었다.

(a)

Earthquake motion

Large
deformation Wall

Small
deformation

Wall

Suppression of
lateral deformation

of the ground

(b)

Earthquake motion

그림 3.2.8 전단변형억제 공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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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행재하공법

선행재하공법은 성토 등과 같은 선행재하로 지반을 과압밀 상태로 만들어 액상화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세립분 함유량이 많은 흙에서 적용하기 

좋으며 지하수위 저하에 의해서도 지반을 과압밀 상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의 하부대책에도 적용 가능한 특징이 있다. 유의점으로서는 사용실적이 

적으므로 사전의 상세한 검토를 요하는 것과 구조물에 의한 상재하중이 클 경우

에는 큰 과압밀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선행재하공법은 과압밀비가 증가하면 액상화 강도가 증가한다는 실내실험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과압밀은 상재하중을 가하거나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선행재하공법은 다음 4가지의 경우에 적용한다.

  ① 세립분 함유량이 높아 다짐공법이나 배수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질토와 점성토가 혼재하여 점성토층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③ 굴착을 위한 지하수위 저하가 필요할 경우

  ④ 기존 구조물 아래 지반에 대한 액상화 대책이 필요할 경우

선행재하공법은 액상화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시험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재하공법은 하중 재하방법에 따라 몇 가지 공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성토 및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선행재하 시공과정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선행재하공법의 시공과정

공법 종류 공법 개요

성토하중

재하공법 점성토층

성토재하

성토철거

침하

구조물

지하수위

저하공법

양수

상수위

점성토층

상수위

투수층 수위저하 수위저하

상수위

구조물

양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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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문구체

수문 구체에 대한 구조적인 보강공법은 다음과 같다.

1. 단면증설공법

문주

약액주입

철근[SD300]

증설 콘크리트

그림 3.2.9 단면증설공법

  수문의 휨모멘트 및 전단 내하력 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기존 문주의 콘크리트 표면을 치핑한 후 여기에 구멍을 내고 철근

(앵커)를 삽입하고 필요한 철근을 배근하여 20cm이상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을 말한다. 단면증설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강효과가 우수하다

 둘째, 재료의 구입이 용이하다.

 셋째,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넷째, 부식이 없어 장기적인 내구성이 유리하다

 다섯째, 화재나 열에 대힌 내열성이 좋다.

 여섯째, 단면의 형상에 적응성이 좋다

2. 제진공법

구조물의 응답을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질량(관성력)을 이용하는 방법과 

감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구조를 진동

제어구조 또는 제진구조(이하 제진구조)라고 한다. 

최근에 지진다발지역에서는 제진구조를 채용한 구조물의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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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진(制震)구조란 문자 그대로 진동을 제어하는 구조이고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나 기구를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내진구조에서는 

골조의 강도를 높이거나 소성화시켜, 즉 연성을 고려함으로써 골조 자체에서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지만, 이 경우 구조

물의 손상 없이 진동 자체를 저감시킬 수는 없었다. 이에 비하여 제진구조는 

구조물을 지진하중에 대하여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기능성, 안정성의 향상 및 확보, 경제성의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고급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일반적으로 진동을 유발하는 진동원은 지진과 바람으로 나눠진다. 지진과

바람은 하중의 주기와 진폭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중의 특징에 맞는 제어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1은 진동제어방법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제진구조는 수동

적(passive)제진과 능동적(active)제진으로 크게 나뉜다. 수동적 제진은 외부에서

힘을 더하는 일이 없이 구조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진동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어떤 감쇠장치를 구조물의 어딘가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능동적 제진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진동을 저감하는

것으로 전기식 혹은 유압식 등의 가력장치(actuator)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수동제진은 별도의 외부전원이 필요 없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구조물의 안정적인

거동이 가능하지만 고정된 동특성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큰 외력에 대해서는

능동제어에서 가능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능동제진은 구조물의 진동에 맞춰 가력장치(actuator)에 의해 능동적으로 힘을

구조물에 더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수동제진보다 큰 제진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능동제진에 관한 연구, 개발이 최근 진행되어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제진장치의 가변적 동특성에

의해서 구조물의 진동제어성능은 매우 향상될 수 있지만 별도의 외부전원이

필요하고, 가격이 고가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능동제어와 수동제어를 혼합해서 병행하여 사용하는 복합제어(Hybrid)방식을

사용하여 각 제어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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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진동제어장치의 분류

수문 및 통문에 설치되는 진동제어 장치로 능동형 제어장치는 지나치게 고가이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문 및 통문에 설치되는 진동제어 장치로는 

수동형 진동제어 장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동형 진동제어는 외부의 전원

공급이 없이 장치자체가 지진이나 바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수문 및 통문의 지진에 대한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

서는 큰 변형을 일으켜 에너지를 많이 소산할 수 있는 이력댐퍼, 마찰댐퍼 등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수문 및 통문에 설치 가능한 수동형 진동제어 장치도 그 내진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어장치를 감안한 동적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제진장치의 도입이 소규모시설인 수문에서 용이한 것은 아니다.

가. 이력댐퍼

이력댐퍼는 하중의 영향을 댐퍼로 집중시켜 댐퍼 자체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지만 

나머지 구조체는 선형으로 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력댐퍼는 매우 큰 초기강성을 

가지지만 일정 하중을 넘어 항복하게 되면 소성거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반복하중에 의한 댐퍼 장치의 이력거동은 사각형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며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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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좌굴가새는 철골가새의 좌굴에 의한 급격하게 

내력이 저하되는 단점을 개선한 시스템으로 큰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인장과 

압축 모두 좌굴없이 항복함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이력댐퍼이다. 

나. 마찰댐퍼

마찰댐퍼는 구조물 내부에 마찰면을 설치하여 반복하중이 작용하면 열에너지 또는 

마찰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소산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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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력댐퍼 마찰댐퍼

형상

기본형

상

개념도

이력

형상

이력

모델
-

장점

-안정적 이력거동

-장기간의 안정성

-대기온도에 대한 성능 변화무관

-재료 및 거동특성이 실무자에 널리 알

려짐

-싸이클당 에너지 소산 매우 큼

-대기온도에 대한 성능 변화 무관

단점
-지진 후 장치 손상 : 교체의 필요성

-비선형 거동：비선형 해석요구

-큰 비선형 거동：고차모드 유발 및 비선형

해석요구

표 3.2.4에 이력댐퍼와 마찰댐퍼의 특성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3.2.4 이력댐퍼 및 마찰댐퍼의 특성





부 록

A. 효고제 배수문 보수 후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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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효교제 배수문 보수 후 내진성능평가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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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제 1

1. 개요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해석 결과, 통문의 문주는 지진시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이를 다시 평가

한다. 따라서 본 예제는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록의 예제 1에서 사용된 구조물을 대상

으로 지진시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보수하여 

재평가하는 예를 보였다.

제 1에서 구조물은 문주의 내하력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주의 

단면적을 1/4로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진시 충분한 내하력을 보유하지 못한 

구조물을 설정하였다. 보강방법으로는 문주 외측면에 단면을 증설하고 추가적인 철근을

배근하였다. 보강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문주의 외측면의 단면증설뿐만 아니라 문주 

아래 위치한 암거의 외벽면까지 단면을 증설하여야 한다. 단면증설된 통문의  수문내

진성능 평가를 재수행하였다.

(a) 평면도 (b) 정면도

부록그림 A.1 단면보강이 실시된 구조물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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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구조물 제원

2.1 대상 구조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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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그림 A.2 해석 대상 구조물 모델링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록의 예제 1에서 사용되었던 효교좌안제 제2배수문을 본 예제의 

대상구조물로 사용하였다. 단, 문주의 내하력 감소를 위해서 문주의 단면적과 철근량을

감소시켰다.

3. 인공지진파 크기

해석대상 구조물은 간편해석에 사용된 구조물과 같다. 하중은 구조물의 자중과 

문주(기둥) 하단부에 아래 그림 A.3과 같은 인공지진파를 입력했다. 3개의 인공지진파를

입력하여 상세해석을 실시했다. 인공지진파는 Ca=0.16, Cv=0.23,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5초, 20초, 25초이고 강진 지속 시간을 8초, 12초, 15초로 생성되었다.

3. 인공지진파 종류

본 예제에 사용된 인공지진파는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록의 예제 1에서 사용된 지진파와

동일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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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15초, 강진 지속 시간 : 8초
부록그림 A.3 인공지진파 A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0초, 강진 지속 시간 : 12초
부록그림 A.3 인공지진파 B

   

Ca : 0.16, Cv : 0.23, 지진 지속시간 : 25초, 강진 지속 시간 : 15초

부록그림 A.3 인공지진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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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의 하중조합도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록의 예제 1과 같으며 다음의 표로 

나타냈다. 하중조합은 사하중과 지진하중을 조합하였으며 지진하중은 X축과 Y축,

+방향과 -방향을 고려하여 인공지진파 1개당 8가지의 조합을 고려하였다. X축은 수류

직각 방향이고 Y축은 수류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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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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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변수 설정

4.1 해석을 위한 단면력 변화

지진시 내하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본 예제에서는 단면(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강 후 재평가에서는 단면(b)를 사용하였다.

z

y

z

y

(B=275mm, H=450mm) (B=425mm, H=450mm)

(a) 단면증설전 단면 (b) 단면증설후 단면

부록그림 A.4 단면변화

5. 상세해석 검토 (단면증설전 단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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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9
28.376 0.000 99.363 0.000 30.736 6.185

z축 37.013 0.000 41.641 0.000 32.106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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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5.00 mm , H = 450.00 mm No. y (mm) z (mm)

z

y

1 -104.890 192.390

2 -104.890 -257.610

3 45.110 -257.610

4 45.110 42.390

5 170.110 42.390

6 170.110 192.390

· 총 사용철근 : Ast = 573.00 mm2

No. Dia y (m) z (m) No. Dia y (m) z (m)

1 D19 125.109 87.391 2 D19 125.109 147.391

3 D19 -59.891 147.391 4 D19 0.109 147.391

5 D19 0.109 -212.609 6 D19 0.109 -112.609

7 D19 0.109 -12.609 8 D19 0.109 87.391

9 D19 -59.891 -212.609 10 D19 -59.891 -112.609

11 D19 -59.891 -12.609 12 D19 -59.891 87.391

다. 확대모멘트의 계산

㉠ 횡구속여부 판단

Q =
∑P u∙△ 0

V u∙l c
Q > 0.05 : 비횡구속 골조물, Q < 0.05 : 횡구속 골조물

∑P u : 층전체 수직하중(kN) V u : 전체 층전단력(kN)

△ 0 : 층상단 상대변위(mm) l c : 기둥길이 = 2.600m

구분 ∑Pu

y축 z축

△ Vu Q 판단 △ Vu Q 판단

문주하단 100.623 6.185 60.133 0.004 횡구속 4.256 59.971 0.003 횡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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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계하중 산정

P c =
π 2EI

(k∙l u)
2

EI : 휨강성

l u : 비지지길이 y축 = 2.600 m

z축 = 2.600 m

k : 유효좌굴길이계수

I : 단면2차모멘트 y축 = 0.001504 m
4

z축 = 0.000428 m
4

EI =
0.4E cI g

1+β d

β d : 고정하중에 의한 전체축력/전체 계수, 최대 계수 지속전단력/최대전단력

E c : 26985.82 MPa

구분

y축 z축

k βd

EI

(kN․m
2
)

Po

(kN)
k βd

EI

(kN․m
2
)

Po

(kN)

문주하단 1.000 0.600 10149.231 14817.884 1.000 0.600 2890.215 4219.716

㉢ 횡구속 골조인 경우의 확대모멘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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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m

z축 =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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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7 30.573 단주 1.000 36.891 23.334 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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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m

Pu

(kN)

Po

(kN)
δns

Mu (kN․m) δns․M2

(kN․m)Mu M2min

y축 문주하단 0.714 55.690 14817.884 1.000 99.363 1.587 99.363

z축 문주하단 0.956 55.690 4219.716 1.000 41.641 1.295 41.641

- 확대모멘트

M c = δ ns∙M 2 기둥 양단 사이에 횡하중이 있는 경우, C m = 1.0

δ ns=
C m

1-
P u

0.75P c

≥1.0 M 2min = P u∙e min이상이어야 함

C m = 0.6+0.4
M 1

M 2

≥0.4 e min = 15+0.03∙h (mm) y축 = 28.50 mm

z축 = 23.25 mm

㉣ 요약

구분 Pu Mcy Mcz Mc 비고

문주하단 55.69 kN 99.36 kN·m 41.64 kN·m 107.74 kN·m

라. 단면력 검토

㉠ 작용하중

Pu Mu e

55.69 kN 107.74 kN·m 1934.55 mm

㉡ 평형상태 계산

C b=
0.003

0.003+f y/E s

×d = 197.68 mm : 중립축

P b= C c+ C s+ T s = 725.90 kN : 균형하중

M by= M ccy+ M csy+ M tsy = 108.02 kN·m

M bz = M ccz + M csz + M tsz = 42.86 kN·m

M b = M
2 by+ M

2 bz = 116.21 kN·m : 균형모멘트

e b = M b/P b = 160.10 mm : eb < e 인장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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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강도 검토

중립축을 가정하여 Trial & Error Method로 검토한다.

e' = M n/P n = 1934.55 mm ≒ e = 1934.55 mm OK

P n = C c+C s+T s = 54.66 kN

M ny= M ccy+M csy+M tsy = 97.52 kN·m

M nz = M ccz+M csz+M tsz = 40.87 kN·m

M n = M
2 ny+M

2 nz = 105.73 kN·m

공칭축하중 : ØPn = 41.30 kN < Pu NG

공칭모멘트 : ØMn = 79.90 kN·m < Mu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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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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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504 m
4

Izz = 0.000428 m
4

Ag = 86250.00 mm
2

Iux = 2.600 m

Iuy = 2.600 m

kx = 1.000

ky = 1.000

ρ = 0.0399

Pu = 55.69 kN

Mu = 107.74 kN·m

θ = -59.31°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160 m

ØPb = 548.57 kN

ØMb = 87.82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1.935 m

ØPn = 41.30 kN

ØMn = 79.90 kN·m

▪ 사용철근량
As = 3438.00 mm2



- 56 -

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하단 32.11 kN 30.74 kN 44.45 kN 55.69 kN

㉡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23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58.93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47.15 kN 23.57 kN -29.73 kN
ØVc/2 < Vu < ØVc

이므로, 최소전단철근 보강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405.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65.96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52.77 kN 26.39 kN -30.74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5.2 평가결과 검토

평가결과 문주의 축하중, 모멘트에 대한 내하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보강을 실시한 후에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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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해석 검토 (단면증설 이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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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93
30.615 0.000 113.177 0.000 35.970 3.915

z축 34.963 0.000 48.673 0.000 36.76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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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5.00 mm , H = 450.00 mm No. y (mm) z (mm)

z

y

1 -249.090 206.710

2 -249.090 56.710

3 -124.080 56.710

4 -124.080 -243.290

5 175.910 -243.290

6 175.910 206.710

· 총 사용철근 : Ast = 4870.50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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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a y (mm) z (mm) No. Dia y (mm) z (mm)

1 D19 80.915 1.707 2 D19 80.915 101.707

3 D19 80.915 161.707 4 D19 -19.085 101.707

5 D19 -19.085 161.707 6 D19 -19.085 1.707

7 D19 -19.085 -98.293 8 D19 -19.085 -198.293

9 D19 -79.085 -198.293 10 D19 -79.085 -98.293

11 D19 -79.085 1.707 12 D19 -79.085 161.707

13 D19 -79.085 101.707 13 D19 -204.085 101.707

15 D19 -204.085 161.707 14 D19 80.915 -198.293

17 D19 80.915 -9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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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m

z축 =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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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9 30.754 단주 1.000 24.162 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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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2684 m4

Izz = 0.001780 m4

Ag = 153750.00 mm
2

Iux = 2.600 m

Iuy = 2.600 m

kx = 1.000

ky = 1.000

ρ = 0.0317

Pu = 57.29 kN

Mu = 123.20 kN·m

θ = -32.49°

z

y

▪ 평형편심상태
eb = 0.139 m

ØPb = 1840.62 kN

ØMb = 255.74 kN·m

▪ 작용편심에서의 설계강도
e = 2.150 m

ØPn = 93.66 kN

ØMn = 201.41 kN·m

▪ 사용철근량
As = 4870.50 mm

2

바. 전단내력 검토

    ㉠ 작용하중

구분 Vuy Vuz 합성 전단력 Nu

문주하단 36.77 kN 35.97  kN 51.44  kN 57.29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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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철근량 산정 : Vy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330.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95.68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76.55 kN 38.27 kN -36.77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38.27 kN ≥ Vu = 36.77 kN 이므로 O.K

㉢ 전단철근량 산정 : VZ

인장철근들의 도심과 압축연단까지의 거리

d = 405.00 mm

콘크리트 공칭전단강도

V c =
1
6 (1+ N u

14A g
) f ckb wd = 116.05 kN

ØVc ØVc/2 Vu (Vmax) 비고

92.84 kN 46.42 kN -35.97 kN
ØVc/2 ≥ Vu 이므로,

전단보강 필요없음

ØVc/2 = 46.42 kN ≥ Vu = 35.97 kN 이므로 OK

6.2 평가결과 검토

단면보강을 통한 문주의 내하력을 확보한 결과 축하중, 모멘트, 전단에 대한 내하력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