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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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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2019)’ 기준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가 최신의 기준 및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제방 및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개정하여 발간하였으니 실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제방 및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 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도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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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제방 및 방조제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2. 본 요령의 대상은 제방 및 경사식 방조제의 본체와 기초지반으로

제한한다. 단, 기초지반의 내진성능평가 및 액상화 평가 절차는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따른다.

3. 본 요령의 적용 대상 제방 및 방조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하구둑, 높이가 5 m 이상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통수단면적이 50 ㎡ 이상인 수로터널과 접해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나. 방조제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조제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서 지정한 내진성능평가 대상 방조제

4.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요령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

나.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

다.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라.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

마.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안전관리원)

바.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국토안전관리원)

6. 내진성능 평가는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역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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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비구조요소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 하에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의해 포용저수량 1천만 m3이상의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에

해당되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서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방조제이다.

가. 본 요령은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방조제인 포용저수량 1천만 m3 이상의 방조제에

적용할 수 있다.

나. 방조제는 포용저수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1, 2종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종 시설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 제2종 시설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2 요령의 구성

1.3 용어 정의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제3장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제4장 내진성능 본평가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부 록 A. 제방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B.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 「KDS 54 17 00 댐내진설계」,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 등의 관련 기준에 따르며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 가속도 시간이력(acceleration time history): 가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나타내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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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design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가속도응답스펙트럼 형태로 정의된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 가속도

3. 감쇠비(damping ratio): 구조물 또는 지반의 감쇠값의 임계감쇠에 대한 비율

4. 강진지속시간: 지진에 의한 가속도 시간이력에서 최대가속도 (PGA, Peak

Ground Acceleration)에 해당하는 진동이 지속되는 시간

5. 계획홍수량: 하천, 유역개발, 홍수 조절 계획 등 각종 계획에 맞추어 이미

산정된 기본홍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각 계획기준점에서 책정된 홍수량으로 기본홍수량에서 유역분담

홍수량을 제외 후 하도가 분담하는 홍수량 개념

6. 고유주기(natural period): 자유진동하는 구조물의 진동이 반복되는 시간

간격

7.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진동시스템의 질량과 강성으로부터

결정되는 일정한 진동수

8. 관리방조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9. 관성력(inertia force): 구조물의 가속도에 의해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되는 힘

10. 기능수행수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11. 기반암(bed rock): 연암층, 퇴적층 또는 토층의 아래에 위치하는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단단한 암석층(보통암 등)

12. 내진등급(seismic classification):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분류한 범주로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구분

13. 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

14. 내진성능수준(seismic performance level):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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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진성능 본평가: 구조물의 구성부재가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2단계 평가

16.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내진성능 평가대상 구조물의 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수행되는 1단계 평가

17.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경우,

지진하중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진

18. 대조평균만조위(고조위): HWOST(High Water of Ordinary Spring Tide)

어떤 기간 동안 대조(大潮)시 고조(만조)평균조위의 기본수준면상의 높이

19. 동수압(hydrodynamic pressure): 유체의 동적작용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적압력

20. 동적전단탄성계수(dynamic shear modulus): 동적변형에 대한 재료의

전단탄성계수

21. 등가정적해석: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각 시간단계에서 발생되어진 지반 변위, 또는

입력 변위, 입력 하중에 대해서 구조계의 질량과 감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체 구조물의 강성 변화와 지반의 강성변화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해석

22. 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되는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

23.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 작용 시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상당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만 붕괴되거나 또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수준

24. 비선형거동(nonlinear behavior):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가 선형탄성이 아닌 거동

25. 설계거동한계(design behavior criteria):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에

부합되도록 구조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에 설정된 거동(단면력, 응력, 변위,

변형률, 침하량 등)의 한계값(기준값)

26. 설계지진(design earthquake): 시설물의 부지에서 설계지반운동을

유발하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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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설계지반운동(design ground motion):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

28. 스펙트럼보정(spectral matching): 지진파의 시간이력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목표로 하는 응답스펙트럼 형상에 부합되도록 시간이력을

보정하는 과정

29. 액상화(liquefaction):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동하중에 의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고,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30. 액상화 예비평가: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액상화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31. 액상화 본평가: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응력비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로 액상화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32. 유효지반가속도(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기반암의 지반운동 수준으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유효수직지반가속도로 구분

33. 위험도계수(risk factor) :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계수

34.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의

최대응답을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로 표현한 스펙트럼

35. 응답이력해석(response history analysis method) (=시간이력해석): 지진의

지속시간 동안 각 시간단계에서의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방법

36. 자유장지반(free-field soil layer) : 구조물 건설을 위하여 지반을 굴착하기

전의 지반상태

37. 재현주기(return period)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발생할 주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일년 동안에 특정한 크기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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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단탄성계수(elastic shear modulus): 재료의 전단응력-전단변형율

곡선에서 탄성영역의 기울기로서 재료의 전단변형에 대한 강성을 나타냄

39. 전단파(shear wave): 파동 진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로서

횡파, S파, 비틀림파라고도 함

40. 제방: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

41. 지반응답해석(ground response analysis): 토층의 저면에 입사되는

지진하중이 지표면으로 진행될 때 토층의 동적거동에 대한 해석

42. 지반종류(soil profile type): 지반의 지진증폭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

43. 지반증폭계수(site coefficient):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

44. 지진구역(seismic zone):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 구분으로서

지진구역I, 지진구역II로 구분

45. 지진구역계수(seismic zone factor): 지진구역I과 지진구역II의 기반암

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

46. 지진지속시간(earthquake duration): 지진에 의해 유발된 기반지반의

가속도가 존재하는 총 시간

47. 지진하중(seismic load):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구하고　

지하구조물에서는 관성력, 지반변위, 주면전단력으로 구성됨

48. 진동저항전단응력비(cyclic resistance ratio): 해당 깊이에서 지반의

전단저항응력과 유효상재압의 비

49. 진동전단응력비(cyclic stress ratio): 지진 시, 해당 깊이에서 지반에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유효상재압의 비

50. 최고수위: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최고의 수위



제1장  총 칙

- 7 -

51.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특정위치에서의 지반이 수평 2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움직인 가속도의

절댓값의 최댓값

52. 최대응답(peak response): 응답의 절댓값의 최댓값

53. 판내부(intra-plate): 지각을 구성하는 지각판들의 경계의 안쪽

54. 평수위: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높은 수위

55. 포용저(조)수량: 최고 만조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의 양

56.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standard design spectrum): 설계지진에 대하여 5%

감쇠비를 가진 단자유도 시스템의 설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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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2.1 평가기준

해설

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내진성능수준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에

따른다.

가. 시설물의 최소 내진성능목표는 해설표 2.1.1을 따라 평가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와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서는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성능수준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붕괴방지수준의

기준지진은 기능수행수준의 기준지진에 비하여 재현주기가 길게 정의되어, 지진의

강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붕괴방지수준의 기준지진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기능수행수준의 거동한계를 만족함이 확인된다면,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1.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는 평가기준지진에 대해 공용중인 시설물이

두 가지 내진성능수준(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단, 붕괴방지수준의 기준지진에 대한 평가로

기능수행수준의 평가거동한계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 기능수행수준의

기준지진에 대한 추가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방의 내진등급은 1) 하천의 주요구간 중 제내지반고가 외수위(평상시

최고수위 또는 평수위)보다 낮은 감조구간은 내진 I등급, 그 외는 내진

II등급, 2) 하천의 일반구간(주요구간 외 구간)은 내진 II 등급으로

분류한다.

3. 방조제의 내진등급은 1) 국가관리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는

내진 I등급, 2) 국가관리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는 내진

II등급으로 분류한다.

4. 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위한 제방 및 방조제의 평가거동한계는 본평가 실시

전 우선 정의되어야 한다.

5.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지진구역, 지진위험도,

지반분류에 따라 결정한다.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과 평가절차

- 9 -

설

계

지

진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II등급

100년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5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1,0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400년 내진특등급

4,800년 내진특등급

해설표 2.1.1 최소 내진성능목표 (KDS 17 10 00)

나. 내진성능수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수행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이다.

2) 붕괴방지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이다.

2. 제방의 내진등급은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에 따라 내진 I등급 또는 내진

II등급으로 분류한다.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에서 내진설계 외수위는 평상시

최고수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평상시 최고수위의 산정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수위를 적용할 수 있다.

3. 방조제의 내진등급은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설계」에 따라 내진 I등급 또는

내진 II등급로 분류한다.

4. 제방과 방조제의 내진성능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거동한계는 내진등급은 「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 「하천설계기준해설 (국토교통부, 2019)」와 「KDS 67 65 20

해면간척 방조제설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제방 시설의 평가거동한계는 해설표 2.1.2(「KDS 51 17 00 하천내진설계」)와

같으며, 기능수행수준에서의 허용 잔류침하량은 해설표 2.1.3 (「하천설계기준해설

(국토교통부, 20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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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되는

피해

∙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

화로 발생한 둑마루의 침하량

이 제체의 허용잔류침하량 이

내

∙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화로 발

생한 둑마루의 침하량이 내진설계 시

고려한 외수를 방어할 수 있는 범위 이

내

허용되지

않는 피해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변위

∙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

위치변화

∙ 구조물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피해

∙ 제방 외 구조물에서 과잉간극수압에 의

한 액상화

∙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해설표 2.1.2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제방의 평가거동한계

대상지역 허용잔류침하량

일반제방 총침하량 기준 30cm 이하

도로겸용제방 총침하량 기준 10cm 이하

배수구조물 설치제방 총침하량 기준 10cm 이하

해설표 2.1.3 기능수행수준 제방 둑마루의 허용잔류침하량

나. 방조제 시설의 평가거동한계는 해설표 2.1.4와 같다.

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되는

피해

∙ 지진하중 작용 시 방조제 시설

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야

함

∙ 설계지진 시 방조제 시설에 상당한 변

형과 부분적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

용

지진 후

기능

∙ 지진 후 방조제 시설의 저수

또는 해수유입방지 기능 등이

발휘되어야 함

∙ 통제 불가능한 저수량의 유출 또는 해

수의 유입상태는 있어서는 안됨

해설표 2.1.4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방조제의 평가거동한계

5.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지진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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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가절차

해설

1.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해설그림 2.2.1과 같이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내진성능

본평가는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내진등급 및 성능수준에 따라

결정된 성능목표와 내진성능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내진성능 만족 여부를 결정한다.

보강대책 수립

내진성능수준 결정
기능수행, 붕괴방지

우선순위평가

• 자료조사 : 평가대상제방현황, 설계도서
• 우선순위지표결정 : 영향도, 지진도, 취약도(노후도) 고려
• 내진성능본평가우선순위결정

본평가

• 평가기준지진결정 : KDS 17 10 00 반영
• 제체잔류변위 산정
Ø 액상화미발생 :  Newmark변위법또는비선형응답이력해석
Ø 액상화발생 : 비선형응답이력해석

내진등급및성능수준결정

내진성능이성능목표를만족하는가?

내진성능만족

Yes

성능목표결정

내진성능평가

No

내진등급결정
Ⅰ등급, Ⅱ등급

제체허용잔류변위

해설그림 2.2.1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 평가절차

1.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평가대상 제방 및 방조제의 현황에 근거하여

본평가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실시한다.  

3. 내진성능 본평가는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현장조건에 따른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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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제한된 예산과 기간 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기존 제방 및 방조제의 영향도,

지진도, 취약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평가 결과 후순위로 결정된 제방 및

방조제에 대해서 본평가가 생략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방 및 방조제의

관리주체는 본 요령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평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경우 그에 준하여 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3.2 자료조사 및 정리

3.2.1 자료조사

1. 자료조사에는 우선순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내진성능 본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제방 및 방조제의 정보 외에도, 보수

·보강 이력 및 현 상태, 제방 및 방조제의 여건, 주위 환경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제방 및 방조제의 현황을 조사한다.

2)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등급과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구역,

지반분류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준거 시방서 및 설계서,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관리 중인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 본평가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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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방의 우선순위평가

해설

1. 제방의 우선순위평가 대상 단면은 제방의 전체 구간 중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단면으로 선정한다.

나. 설계도서 조사

1) 제방 및 방조제와 각 구성부재의 구조형식, 제원 및 재료특성 등을 조사한다.

2) 설계평면도, 종·횡단면도, 지반지질도, 상세도 등을 조사한다.

3) 보수·보강 이력에 따른 내진성능 변화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우선순위평가 단계에서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할 수 있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조사한다.

2) 기수립된 보수·보강계획 등을 조사한다.

1. 제방의 우선순위평가는 기존 제방의 영향도, 지진도,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우선순위평가는 영향도(40%), 지진도(30%), 취약도(30%)의 비율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개별 평가지표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우선순위지표가 높을수록 본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단, 본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순위지표 =  ≤  식(3.1)

3.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대상 시설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진성능

본평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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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영향도(40%)

3.3.2 지진도(30%)

1. 제방 계획홍수량 (20%),  (Design Flood)

제방의 영향도는 계획홍수량으로부터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토록

하며, 최대값 20을 넘지 않는다.

min



× 

   식(3.2)

여기서, 은 제방 계획홍수량 (m3/sec)

2. 제방 내진등급 (20%),  (Seismic Classification)

제방의 내진등급은 시설물의 중요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방의 내진등급에 따라서 아래의 식을 적용하며, 최대값 20을 넘지

않는다.

  , 내진 I 등급

  , 내진 II 등급

1. 지반분류 (15%),  (Soil Type)

기반암 지진크기가 동일하여도, 제방 하부 지반의 강성과 두께에 따라

제방에 작용하는 지진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본 요령에서는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에 따른 지반분류에 근거하여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식(3.3)

여기서, 은 지반분류 의 으로 1〜6 사이의 값을 가진다.

구분 내용 지반분류 점수(N)

지반상태 연약지반1) 및 지층변화가 심한지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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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취약도(30%)

주 1) 단층파쇄대, 연약대 등의 지질학적으로 불량한 지반

2. 지진구역 (15%),  (Seismic Zone)

해당 제방이 위치한 지역의 지진구역 구분에 따라 제방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지진구역의 구분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따르며,

지진구역에 따른 제방의 위험도는 아래의 구분을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지진구역 I

  , 지진구역 II

지반상태
연약한 지반 ,  4
단단한 지반 ,  2
강성 지반  1

1. 노후도(20%),  (Deterioration)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대상 제방의 노후도를 평가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시행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노후도()는 0점부터 20점까지 산정되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A〜E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등급
노후도

A B C D E

 4 8 12 16 20

2. 액상화 가능성(10%),  (Liquefaction)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대상 제방의 액상화 가능성을 제방

기초지반의 최신 지반조사 자료를 이용한 액상화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액상화 가능성()는 액상화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0점과

10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액상화 예비평가 결과 액상화 가능성 있음

  , 액상화 예비평가 결과 액상화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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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 우선순위평가를 위한 액상화 가능성은 방조제 제체 구성재료의 입도분포 등을 통한

예비평가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 방법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기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3.4 방조제의 우선순위평가

3.4.1 영향도(40%)

1. 방조제의 우선순위평가는 기존 방조제의 영향도, 지진도,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우선순위평가는 영향도(40%), 지진도(30%), 노후도(30%)의 비율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며, 개별 평가인자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내진성능

본평가의 우선순위는 우선순위지표에 근거하여 결과값이 높을수록

본평가를 우선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단, 본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순위지표 = ≤  식(3.4)

3.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대상 시설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진성능

본평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방조제 포용저수량 (20%),  (Total Capacity)

방조제의 영향도는 포용저수량으로부터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토록

하며, 최대값 20을 넘지 않는다.

 min



× ×

   식(3.5)

여기서, 은 방조제 포용저수량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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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지진도(30%)

1. 지반분류 (15%),  (Soil Type)

기반암 지진크기가 동일하여도, 상부 지반의 강성과 두께에 따라 방조제가

위치한 지표면에서의 지진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본 요령에서는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에 따른 지반분류에 근거하여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식(3.7)

여기서, 은 지반분류 의 으로 1〜6 사이의 값을 가진다.

주 1) 단층파쇄대, 연약대 등의 지질학적으로 불량한 지반

구분 내용 지반분류 점수(N)

지반상태

연약지반1) 및 지층변화가 심한지반  6

연약한 지반 ,  4

단단한 지반 ,  2

강성 지반  1

2. 방조제 총 연장 (20%),  (Total Length)

방조제의 영향도는 방조제의 총 연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연장으로부터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토록 하며, 최대값 20을 넘지

않는다.

min



× 

   식(3.6)

여기서, 은 방조제 총연장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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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노후도(30%)

2. 지진구역 (15%),  (Seismic Zone)

해당 방조제가 위치한 지역의 지진구역 구분에 따라 방조제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지진구역의 구분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따르며,

지진구역에 따른 방조제의 위험도는 아래의 구분을 이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지진구역 I

  , 지진구역 II

1. 노후도(30%),  (Deterioration)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대상 제방의 노후도를 평가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 시행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노후도()는 0점부터 30점까지 산정되며,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A～E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방조제 중 포용저수량 1천만톤 ～ 8천만톤의 방조제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님에 따라, 노후도는 0점으로 평가한다.

등급
노후도

A B C D E

 10 15 20 25 30



제4장  내진성능 본평가

- 19 -

제4장  내진성능 본평가

4.1 일반사항

1. 제방과 방조제의 본평가는 Newmark 변위법을 기본으로 하며,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액상화 발생이 우려되는 제방과

방조제의 제체에 대해서는 액상화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을

적용한다.

2. 해석을 위한 기초지반, 제방, 방조제 제체의 물성값은 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3.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적용하는 수위 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제방의 외수위는 평상시 최고수위(또는 평수위)를 적용한다.

나. 방조제의 외해측 수위는 대조평균만수위, 내측 수위는 저수위를

적용한다.

다. 제방과 방조제 제체 내의 수위는 정상상태 침투해석으로 얻어지는

침윤선을 적용한다.

4. 내진성능 본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지진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지진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실지진기록을 암반지반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한 것을 사용한다. 또한, 기준선 보정을

통해 평가기준지진의 영구변위를 제거한다.

나. 최소 3개 이상의 기준지진을 적용한다. 이때, 3개 이상을 사용 시 해석

결과의 최대값을, 7개 이상을 사용 시 해석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 연직방향 지반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 평가기준지진은 제방 및 방조제 제체 안정에 불리한 횡단방향으로

작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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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제방과 방조제의 내진성능 본평가 방법

가. 지진 시 제방 및 방조제의 거동에 대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본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 특정 해석기법을 제안 및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요령의 예제 부분은 다양한 동해석

기법의 소개 및 적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제체에 액상화가 발생하는 경우 액상화 발생 이후의 변형을

한계상태평형해석(Newmark 변위법)을 통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액상화 발생이 우려되는 제방과 방조제의 제체에 대해서는 액상화 모델을

적용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액상화 발생 여부는

「기존시설물(기초 및 기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액상화 본평가 방법을 따라

판단한다.

2.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의 내용을 참조하여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기초지반, 제방, 방조제 등의 물성값을 산정한다.

3. 방조제 제체 내부에 형성되는 침윤선은 해설그림 4.1.1의 수위조건하에서 정상상태

침투해석으로 형성되는 침윤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방 체제 내부의 침윤선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되 외수위를 평상시 최고수위(또는 평수위)로 적용한다. 정상상태

침투해석과정에서 침윤선 상부 제방과 방조제 제체의 불포화상태로 발현되는

거동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제방과 방조제의 내진성능은 해석 결과로 얻어지는 제체의 잔류변위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때, 제방 및 방조제 단면의 내측 방향과 외측 방향의

잔류변위를 각각 산정한다.

6.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외력 및 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수압의

영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성능평가를 위한 방조제는 해면간척방조제설계(KDS 67 65 20 : 2019)의

기준안전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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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1.1 방조제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내·외수위 조건

4. 제방 및 방조제의 내진성능 본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지진의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지진의 선정

1)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표준서」 (해양수산부, 1999)에서 내진해석을

위한 지진으로 장주기 에너지 성분의 지진(Hachinohe 지진파)과 단주기 에너지

성분의 지진(Ofunato 지진파)을 언급하여, 이후 두 지진파와 인공지진파를 사용하는

것이 내진해석 실무에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상기 관행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가) 지진의 규모 차이: 우리나라 설계지진규모 대비 큰 규모 7.4, 7.9의 지진

나) 지진 계측지점: Hachinohe, Ofunato 지진기록은 지표면 자유장 계측기록으로, 이를

기반암 평가기준지진으로 사용할 경우 부지증폭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음

다) 인공지진의 사용: 응답이력해석, 액상화 평가 시 실지진기록 대비 과도한

하중반복회수 적용

라) 단층 형태: 우리나라 지각은 생성연대가 오래되어 판내부 지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나, Hachinohe, Ofunato 지진기록은 생성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판경계

지진의 특성을 나타냄

2)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에서는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지반운동 선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실지진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S1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된

지진기록이어야 하며,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한 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지진기록은 S1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할 수 있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를 주 대상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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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지진의 개수

1) 과거 주파수영역 선형해석의 범주에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범위를

포괄하는 2〜3개의 지진파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간주되었으나, 비선형해석을 시행하는 경우 최대가속도, 주파수, 주기 등

지진파의 특성을 정의하는 고전적인 특성치만으로는 지반구조물의 지진 시 거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Lee et al.,

2019, Katsanos et al., 2010).

2) 지진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설계기준에 응답이력해석을 위한 지진기록

선정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urocode 8」 (CEN, 2003), 「ASCE

Standard 7-16」 (ASCE, 2017), 「New Zealand Standards」 (Standard New

Zealand, 2004), 「Italian Code」 (OPCM, 2003), 「Greek Seismic Code」 (EPPO,

2000)에서는 프로젝트 대상부지의 지진발생 조건이 고려된 인공지진 또는

실지진기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ew Zealand기준과 ASCE기준은

실지진기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준이 설계스펙트럼을

만족시키는 3개 이상의 지진기록을 적용하며 7개 이상의 지진기록을 사용시

해석결과(구조물 응답)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ASCE 기준의 경우 11개의 스펙트럼

보정된 실지진기록을 사용하여 해석의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본 요령에 이용하는 평가기준지진은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적용하며,

실지진기록을 활용할 경우 과도기적으로 다음의 선정방법을 추천한다.

가) 3개 평가기준지진 선정 시 해석 결과의 최대값 적용: 경주 또는 포항지진 중

1개 + 실지진기록 2개 (규모 6.0 ～ 7.0, 판 내부 또는 판 경계지진)

나) 7개 평가기준지진 선정 시 해석 결과의 평균값 적용: 경주, 포항지진 (2개) +

실지진기록 5개 (규모 6.0 ～ 7.0, 판 내부 또는 판 경계지진)

다)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게 보정된 평가기준지진은 베이스라인 오차를 보정하여

해석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응답이력해석에서 연직방향 지진운동의 적용이 반드시 제방과 방조제 제체의 변위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의 명확한 해석과

원인분석을 위하여 수평방향 지진하중만을 적용한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력지진기록의 수평 재하방향과 연직가속도 기록의 유무에 따른 최종

결과의 변동성은 입력지진 기록의 사용개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방향

수평지진기록만을 재하하도록 한다.

5. 제방과 방조제의 내진성능은 지진시 관성력으로 인한 지진 후 제체의 잔류변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지진하중 재하 중 발생하는 변위는 내진성능평가에 참고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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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방 및 방조제 단면에서 사면 파괴는 내측 방향과 외측 방향의

2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방향에서의 사면 안정성과 잔류변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고려하지 않는 하중

가. 지진해일(쓰나미): 내진성능평가 대상 제방 및 방조제가 대부분 지진해일 위험이

적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참조할 수 있는 상위기준에서 지진해일에

위험지도가 배포되지 않음에 따라, 본 평가요령에서는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동수압: 제방 및 방조제 제체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내진성능평가시 작용하는

외력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제방의 경우, 외수면과 접하는 제방의 사면 경사에 의한

동수압 감소 및 해석 모델링의 난이도에 비해 사면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방조제의 경우, 외수면과 접하는 제체의 사면 경사와

방조제의 축조재료가 대부분 간극이 큰 사석재로 구성됨에 따라 동수압의 크기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조제 부속시설물(수문 등)의 작용하는 동수압은 적용할

수 있다.

7. 방조제의 설계기준 검토사항

가.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해면간척방조제설계(KDS 67 65 20 : 2019)기준에 따른

사면안전율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진시 방조제 사면의 안전율은 해면간척방조제설계(KDS 67 65 20 : 2019)의

4.3.3.2절에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4.2 내진성능 평가방법

4.2.1 Newmark 변위법

1. 본 요령에서는 Newmark 변위법을 제방 및 방조제 제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본방법으로 사용한다. Newmark 변위법은 한계상태 평형이론에

기반하여, 파괴원호에 작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이 항복가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파괴원호가 원호활동면을 따라 활동하는 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2. Newmark 변위법은 제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에서 항복가속도를

초과하는 가속도 크기를 시간에 대해 2번 적분하여 잔류변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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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계상태 평형해석이론에 기반하여 사면의 변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석방법으

로는 Newmark 변위법(Newmark, 1965)이 있다. 본 해석방법은 지진운동 전파에 따른 제체

의 변위를 해석적으로 예측하여 항복가속도를 넘어서는 가속도에 대해서 강체사면파괴 원

호의 활동에 의한 잔류변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제

체의 잔류변위를 간단히 산정할 수 있다.

1. 사면에 대한 한계상태평형해석

가. 제체사면의 파괴가능한 원호의 개수는 이론적으로 무한하며, 사면의 안전율은

파괴가능한 원호의 안전율 중 최소값으로 정의된다.

나. 정적하중 조건에서 최소 안전율을 나타내는 파괴원호가 지진하중 조건에서도 가장

큰 잔류변위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Newmark 변위법의 적용이

가능한 일부 해석프로그램들은 정적하중 조건에서 최소안전율에 가까운 n개의

파괴원호를 이용하기도 한다.

다. 제체에 대한 정적사면안정해석은 내·외수위 조건에 의한 정수압과 정상상태

해석결과로 제체 내 형성되는 침윤선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 Newmark 변위법

가. Newmark(1965)는 파괴원호를 사면위에 놓인 강체로 가정한 후 강체가 미끌어지는

항복가속도를 초과하는 가속도가 작용할 때 강체의 변위가 발생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강체의 미끄러짐 변위를 식(4.1)과 같이 제안하였다.

  








식(4.1)

여기서,  은 시간동안 발생하는 토체의 미끄러짐 량, 는 토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는 항복가속도, 는 토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항복가속도를 초과하는 시간간격

3. Newmark 변위법 적용시 제체의 가속도 시간이력은 2차원 등가선형해석을

수행하여 정적 사면안전율이 최소인 원호파괴면의 중심에 발생하는 가속도

결과를 이용하거나 1차원 등가선형해석을 수행하여 제체 상단의 증폭된

가속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4. Newmark 변위법으로 산출되는 사면의 원호활동 변위는 원호활동면을

따라 접선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로, 내진성능 평가는 원호의 활동변위를

방조제 천단에서의 연직변위로 간주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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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복가속도()는 강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가속도 크기로서, 사면의 경우 사면의

정적 원호파괴안전율이 1.0이 될 때의 지진계수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제체의

잔류변위는 가속도 시간이력 중 항복가속도를 넘어서는 크기를 2번 적분하여

산정한다.

해설그림 4.2.1 Newmark 변위법을 이용한 잔류변위 산정

3. 가속도 시간이력은 2차원 등가선형해석을 이용하여 파괴원호의 도심 부의 값으로

적용하거나 1차원 등가선형해석을 이용하여 제체 상단의 증폭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원 등가선형해석으로 산정한 제체 상단 가속도는 제방

파괴토체 도심 부의 가속도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등가선형해석 방법은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Newmark 변위법으로 산출되는 변위는 사면 활동면을 따라 발생하는 변위이다. 따라서,

수평, 연직방향 변위에 비하여 항상 크게 산정되므로 이를 제방 및 방조제 천단의

연직변위로 간주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측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4.2.2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1.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동하중에 대하여 비선형 거동이 가능한 지반모델을

사용하여 순차적인 시간적분을 통하여 지반구조물의 지진 시 응답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2. 해석에 사용되는 수치해석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효구속압에 따른 지반의 강성 및 전단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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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은 제체 및 하부지반을 포함하여 전체 구조계의 지진응답을

시간적분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시간적분방법에 따라 양해법 및

음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Dokainish and Subbaraj, 1988)

2. 지진하중에 대한 비선형 거동모델의 감쇠는 이력감쇠의 형태로 발생한다. 반복하중에

대한 지반의 응력-변형율 관계는 Masing의 법칙을 따라 정의될 수 있다. 해설그림

4.2.2는 반복하중을 받는 지반의 응력-변형율 거동의 예이다.

나.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모델(이력감쇠 및 Masing법칙 포함)

다. 수평(자유장 요소) 및 입력지진 경계조건의 제공

라. 지반의 소성거동모델

마. 액상화 모델

3. 수치해석 모델의 수평지반은 제체의 시공에 따른 응력변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모델링되어야 한다.

4. 수치해석 모델의 최하단 부는 평가기준지진의 작용 위치로 기반암까지

모델링하여 반무한 탄성경계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연직지반을

기반암까지 모델링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해석을 통해 적합한

평가기준지진과 경계조건을 설정해야한다.

5. 해석을 위한 요소의 최소 크기는 입력지진파의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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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2.2 반복하중을 받는 지반의 비선형 지반 거동

3. 수평으로 충분히 넓은 영역의 지반을 모델링 하거나, 경계면 인접지반과 동일한 강성과

감쇠비를 가지는 자유장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수평지반의 모델링 범위는 제체의

시공에 따른 응력변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설정되어야 한다.

4. 평가기준지진이 재하되는 수치해석 모델의 최하단부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수치해석 모델의 최하단부의 경계조건은 탄성 또는 고정단 경계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입력지진파의 계측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나. 입력지진운동이 노두운동으로 정의된 경우, 탄성암반 경계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력지진운동이 층내운동으로 정의된 경우, 고정단 경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Mejia and Dawson, 2006).

다. 탄성암반 조건: 설계입력 지진파가 노두운동 기록의 형태로 제공될 때, 노두운동

진폭의 1/2을 취하여 얻어진 상향입사파 기록이 재하되어야 한다. 이때, 입력지진이

재하되는 최하단부에 지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의 흡수를 위한 점성감쇠

경계조건이 설정되어여 한다.

라. 강체암반조건: 설계지진파가 층내운동 기록의 형태로 제공될 때, 수치해석모델

최하단부에 가속도 신호기록 그대로 직접 재하 할 수 있다. 이때, 수치해석과정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는 수치해석모델 최하단 고정단경계면에서

전반사되어, 층내운동기록내 포함된 반사파기록과 위상차이로 인하여 소멸된다.

마.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의 위치정의와 이에 따른 입력지진

경계조건의 설정방법이 해설그림4.2.3에 설명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등가선형해석의

Deconvolution기법을 적용하여 입력지진 경계조건에 적합한 지진파(기반암 노두운동,

기반암 층내운동, 지중 층내운동, 지중 노두운동 등)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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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진 기록 입력지진 경계조건

노두운동기록 → 기반암 입사파 도출 탄성암반 경계조건

탄성암반 경계조건(기반암 입사파)

자유장 기록 → 노두운동 → 기반암 입사파

또는

자유장 기록 → 기반암 층내운동 강체암반 경계조건(기반암 층내운동)

기반암 층내운동 강체암반 경계조건(기반암 층내운동)

해설그림 4.2.3 설계지진기록 위치정의에 따른 입력지진 경계조건의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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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요소의 크기는 지반을 통하여 전파되는 지진파의 파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지반의 탄성파 속도()로 부터, 입력지진의

주파수()로 전파되는 지진파의 파장()을 식(4.2)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해석의 요소의 크기(대각길이, )는 지진파의 파장보다 작아야 하며, 식(4.2)에서

분모의 10은 안전율로 설계자의 판단하에 조정 가능한 수치이다. 수치해석 요소크기에

따른 파동전파 해석의 예는 해설그림 4.2.4와 같다.

 


, ∆≤


식(4.2)

5 m

실제
파동

해석
결과

2.5m 1.25m

요소크기 5m 요소크기 2.5m 요소크기 1.25m
수치해석 요소크기에 따른 파동전파 예 (     )

해설그림 4.2.4 수치해석 요소크기에 따른 파동전파 예

4.2.3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액상화 해석)

1. 액상화 해석이 필요한 경우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액상화 수치모델

나. 지하수 흐름해석

2. 액상화 수치해석은 액상화 발생단계 해석과 액상화 후 거동해석의 두

단계로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가. 액상화 발생단계 해석은 지진하중이 가해지는 동안의 해석으로서,

지진하중에 의해 지반 내 과잉간극수압이 증가하는 액상화 거동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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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액상화를 고려하는 수치해석은 액상화 발생과 액상화 후 영향평가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액상화 발생에 대한 액상화 모델은 반복전단응력에 의한 간극수압 변화를

산정할 수 있는 구성방정식이 필요하다.

1. 액상화 수치해석을 위한 고려사항

가. 액상화 수치모델

1) Finn Model로 알려진 액상화 모델은 가장 오래된 액상화 모델로 Byrne의

제안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하중반복회수에 따른 간극수압 증가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 과잉간극수압의 증가는 지반의 응력-변형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Byrne모델은 별도의 비선형 거동모델과 소성거동

모델인 Mohr-Coulomb모델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2) Byrne의 제안식에서 모델변수 , 는 사질토 지반의 상대밀도 또는

표준관입시험 N치를 이용하여 식(4.3)과 같이 산정 가능함에 따라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지반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액상화 모델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식(4.3)

여기서, 은 상대밀도(%), 는 유효상재하중과 에너지효율에 따라 보정된 표준관입시험값이다.

3) 액상화로 인한 과잉간극 수압의 증가와 비선형거동, 소성거동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액상화 구성모델은 UBCSAND, P2PSAND, PM4SAND등이 있다.

나. 액상화 모델변수 : 대부분의 액상화 모델변수는 기초변수와 확장변수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경우 기초변수만의 정의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초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반의 물성치는 상대밀도 또는 표준관입시험 N치이다.

나. 보다 정밀한 액상화 거동을 위하여 액상화 후 거동을 고려할 수 있다.

액상화 후 거동해석은 액상화 발생단계 해석을 이어 수행되며,

과잉간극수압비가 “0”에 수렴하는 단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액상화 후 거동에 대해서는 지반의 잔류강도를 적용한 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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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고려사항 : 액상화 모델의 적용시 주의사항은 물의 수치 모델링으로, 비배수

조건하에서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거동함에 따라, 간극수는 인장저항력을 가지고

사질토의 체적팽창에 저항하게 된다.

2. 단계별 액상화 해석을 위한 고려사항

가. 액상화 후 거동해석

1) 액상화 후 거동은 사질토 입자의 침강과 간극수의 침투에 관한 해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응력-변형율관계에 근거한 지반의 구성모델과 다른 거동해석이

필요함에 따라 액상화 후 거동 해석을 위한 액상화 수치해석 모델은 최근에

개발·보급되고 있다.

2) 액상화 후 해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액상화 수치해석 모델은 PM4SAND모델로

2차원 평면변형율 해석이 가능하다.

3) 액상화 후 거동해석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액상화 모델(Finn, UBCSAND)의 경우

액상화 후 해석과정에서 지반의 잔류강도를 적용한 해석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나. 액상화 지반의 잔류강도는 해설표 4.2.1에 제안된 실험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안 액상화 지반의 잔류강도

Seed and Harder (1990)  exp×

Gutierrez and Eddy (2011)  


Olson and Jonhson (2008)   ×′

해설표 4.2.1 액상화 지반의 잔류강도 산정식

여기서, 은 액상화 지반의 잔류강도(kPa), 는 유효상재하중과 에너지효율에 따라 보정된

표준관입시험값, ′은 지반의 유효상재하중(k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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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5.1.1 문장

5.1.2 보고서

5.1.3 편집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뒤 연결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구별하여야

한다.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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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황보고서 형식

5.3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 보고서

5.4 내진성능 본평가 보고서

현황조사는 현장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일반사항

2. 조사범위

3.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4. 주요부재별 요약

5. 도면분석결과

6. 재료강도평가

7. 부록

입력자료와 우선순위평가 분석표로 구성된다.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일반사항

2. 현장평가분석

3. 지진도 평가

4. 취약도 평가

5. 영향도 평가

6. 평가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일반사항

2. 평가기준 및 성능수준별 하중조합

3. 내진안정성 평가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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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일반사항

본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제방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제방 제원 비 고

계획홍수량 12,000 m3/s -

길이 764 m -

높이/둑마루폭 10.5m/ 12.5m -

내진등급 내진I등급 제내지반고가 외수위보다 낮음

지반등급 S2
현지지반조사 결과 반영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지진구역 지진구역 I구역 대구광역시

노후도 C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연평균 외수위 둑마루 (-)2.8m

표 A.1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OO제방의 제원

A.2 우선순위평가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기존 제방의 영향도, 지진도,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별 평가인자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우선순위지표 =  ≤ (식 A.2.1)

표 A.2는 우선순위평가 결과로, 본평가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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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예제 제방의 우선순위평가 결과

평가항목 산 식 평가지표

포용저수량 min



×

   , 

내진등급 내진 I 등급 

지반등급 2등급, ×
  , 

지진구역
  , 지진구역 I 구역

  , 지진구역 II 구역
I구역,   

노후도 정밀안전진단 C등급 

액상화 가능성 제방 내 느슨한 포화모래층 존재   

우선순위지표  82.00

A.3 본평가

A.3.1 일반사항

본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제방은 제내지반고가 외수위보다 낮으므로 내진 I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평가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는 기능수행 수준과

붕괴방지 수준에 대해서 100년과 1,000년 재현주기 지진을 사용한다. 제방

시설의 내진성능 평가거동한계는 표 A.3을 따라 결정한다.

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되는

피해

∙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
화로 발생한 둑마루의 침하량
이 제체의 설계허용잔류침하량
이내

∙ 지진에 의한 사면붕괴 및 액상화로 발
생한 둑마루의 침하량이 내진설계 시
고려한 외수를 방어할 수 있는 범위 이
내

지진 후

기능

∙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변위
∙ 과잉간극수압에 의한 액상화
∙ 편토압에 의한 시설물의 절대
위치변화

∙ 구조물 내부의 수용시설에 대한 피해
∙ 제방 외 구조물에서 과잉간극수압에 의
한 액상화

∙ 지반침하에 의한 주변시설물의 붕괴나
과도한 침하

표 A.3 제방의 거동한계



부록 A. 제방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 A3 -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제방의 정량적인 평가거동한계는 제방 둑마루의

침하량을 기준으로 표 A.4와 같이 적용한다. 본 예제에서는 붕괴방지 수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A.4 제방 둑마루의 성능수준에 따른 허용잔류침하량

성 능 수 준

기능수행 붕괴방지

거동한계

(둑마루 침하량)
30 cm 280 cm

비 고 월류에 따른 방지

기존 제방의 내진성능 본평가를 위한 해석법은 Newmark 변위법과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제시된 두 가지 해석방법 외 지진 시

제방의 거동을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있다면 적용가능하다.

본 예제에서 Newmark 변위법은 (1) 제방 내 침윤선 결정(Seep/W 프로그램

이용), (2) 항복가속도 결정(Slope/W 프로그램 이용), (3) 제방 가속도 시간이력

결정(Proshake 프로그램 이용), (4) 잔류변위 산정(가속도 2번 적분)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은 FLAC 2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액상화로 인한 제방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A.3.1.1 단면 및 지반조건

예제에 이용된 제방 단면도는 그림 A.1과 같다. 해석모델의 총 높이는

29m, 폭은 120m이다. 제방의 높이는 10.5m, 폭은 약 63m이다. 수위 조건은

연평균 외수위인 둑마루 아래 (-)2.8m를 적용하였다. 제방 하단 원지반은

실트질 점토층, 조밀한 모래층, 자갈 모래층, 자갈층,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제방은 느슨한 모래층으로 지하수위 아래의 포화영역에서 액상화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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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제방 예제 모델의 단면도

A.3.1.2 해석을 위한 지반물성값의 결정

해석에 이용된 지반물성값은 표 A.5에 정리하였다. 사면의 한계상태

평형해석을 위한 지반의 강도정수(점착력, 마찰각), 침투해석을 위한 투수계수,

그리고 지반응답해석 및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변형계수 및 비선형

동적곡선(max곡선, 곡선)을 정리하였다. 지반물성값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획득하거나, 문헌자료를 통하여 가장 유사한 지반재료의 변형 특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한다.

표 A.5 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값

구 분
단위중량

(tf/m3)

Gmax

(Pa)

포아

송비

점착력

(Pa)

내부마찰각

(deg)

투수계수

(m/s)

비선형

동적곡선
건조모래층 1.8 5.056E7 0.3 1,000 32 2.19E-5 Sand

(Seed&Idriss

-평균, 1971)

느슨한

모래층
2.0 7.564E7 0.3 1,000 32 2.19E-5

실트질

점토층
1.9 6.915E7 0.4 60,000 0 1.00E-8

Clay

(Idriss,1990)
조밀한

모래층
2.0 1.277E8 0.3 1,000 37 2.56E-6 Sand

(Seed&Idriss

-평균, 1971)
자갈

모래층
2.1 2.967E8 0.3 1,000 38 2.56E-6

자갈층 2.1 5.250E8 0.3 1,000 39 1.00E-5

Gravel

(Seed et

al,1986)
암반층 2.2 2.200E9 0.2 600,000 45 1.02E-13 Rock



부록 A. 제방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 A5 -

표 A.6에 평가기준지진 정보를 나타내었고, 그림 A.2에 보정된 지진파

스펙트럼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보정된 지진파는 그림 A.3과

같이 시간이력의 형태로 지반응답해석에 활용된다.

표 A.6 평가기준지진(3개) 정보

년도 규모 (ML) 진앙거리(km) PGA (g)* Event/Station/Country

2017 5.4 9 0.1940 Pohang/PHA2/Korea

1983 6.88 94.34 0.052 Borah01/PBF/America

2005 6.4 22.98 0.510 Shirinrood/Iran

0.0

0.2

0.4

0.6

0.8

0 1 2 3 4

 스
펙

트
럼

 가
속

도
, S

a 
(g

)

주기, T (초)

그림 A.2 평가기준지진(3개)의 스펙트럼 보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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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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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rah 지진을 보정한 평가기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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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hirinrood 지진을 보정한 평가기준지진

그림 A.3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시간이력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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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액상화 평가

본 절에서는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따라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였다. 액상화 평가는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며, 지반동적특성평가, 지반응답해석을 통한 CSR 산정, 현장 시험

결과를 통한 CRR 산정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A.3.2.1 액상화 예비평가

액상화 예비평가는 수집한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판단하여 액상화 평가를 생략하는 절차이다. 액상화 예비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본 제방 예제의 경우 제방 내 느슨한

포화모래층의 값이 평균 8로 나타났으며, 액상화 평가를 생략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액상화 본평가를 실시하였다.

① 지하수위 위에 위치한 지반

② 지반심도가 20 m 이상인 지반 (공학적 판단 필요)

③ 상대밀도가 80% 이상인 지반

④ 주상도 자료에 근거한 원위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지반

- ≥ 또는 ≥ 또는 ≥

⑤ 세립토 함유량이 35% 이상이고, 원위치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지반

- ≥ 또는 ≥ 또는 ≥

⑥ 입도분포가 액상화 가능성 작음 영역에 위치하는 지반(그림 4.2.1)

⑦ 지진구역 II에 위치한 내진 II등급 구조물

⑧ 기타, 경제성을 위하여 내진 II등급 구조물에서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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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m)

지층

구성

측정

N값

보정 계수
 

    

4.5

느슨한

모래층

5 1.23 1 1 1 1 6.1

6.0 6 1.11 1 1 1 1 6.6

7.5 9 1.02 1 1 1 1 9.2

8.2 11 0.99 1 1 1 1 10.8

표 A.7 표준관입시험 N값에 대한 보정계수 및 환산 N값

A.3.2.2 액상화 본평가

액상화 본평가는 지진전단응력비(CSR)과 액상화 저항전단응력비(CRR)의

비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층에 대한 액상화 안전율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산정된 안전율이 기준 안전율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 액상화를 고려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그림 A.4 액상화 본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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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립분 함량을 반영하여  로 환산하였다. 산정된 를

바탕으로 표 A.8과 같이 액상화 전단저항응력비을 산정하고 국내 기준

지진규모 6.5에 맞게 보정하기 위해 MSF=1.5를 곱해 전단저항응력비를

증가시켰다.

표 A.8 보정 N값에 따른 느슨한 모래층의 전단저항응력비

심도

(m)

지층

구성

측정

N값
  FC(%)    

4.5

느슨한

모래층

5 6.1

10

7.3 0.090 0.135

6.0 6 6.6 7.8 0.094 0.142

7.5 9 9.2 10.3 0.116 0.174

8.2 11 10.8 12.0 0.131 0.197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한 결과, 표 A.9와 같이 최대전단응력과

지진전단응력비(CSR)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와 비교하여 액상화

안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깊이에서 안전율이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통해 액상화를 고려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표 A.9 깊이별 CSR, CRR, 액상화 안전율

심도 (m)
지층

구성

max*

(kPa)

유효상재압

(kPa)
CSR 

액상화

안전율

4.5

느슨한

모래층

18.930 66 0.186 0.121 0.65

6.0 21.602 80 0.174 0.128 0.73

7.5 21.557 95 0.147 0.159 1.09

8.2 23.481 102 0.149 0.181 1.22

* 3개 지진파에서 얻은 최대전단응력의 최대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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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Newmark 변위법 (비액상화 조건)

본 예제 제방은 액상화 상세평가로부터 액상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통한 내진성능 본평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시를 위해 동일 단면에 대하여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정하여 Newmark 변위법을 이용한 잔류변위 산정 절차를 기술하였다.

본 절차는 (1) 제방 내의 침윤선 결정(Seep/W 프로그램 이용), (2)

항복가속도 결정(Slope/W 프로그램 이용), (3) 제방 가속도 시간이력

결정(지반응답 해석 프로그램 이용), (4) 잔류변위 산정(가속도 2번 적분)의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A.3.3.1 정상상태 침투해석

정상상태 침투해석은 제방 내부에 형성되는 침윤선의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외수위 조건은 연평균 수위인 둑마루 아래 (-)2.8 m 조건을

적용하였다. 정상상태 흐름해석으로 얻어진 방조제 제체내로 형성된 침윤선의

분포는 그림 A.5와 같다.

그림 A.5 정상상태 침투해석을 통한 수압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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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2 항복가속도 결정

원호활동파괴에 대한 사면안전율은 제방 외측 방향과 제방 내측 방향의

2가지 방향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다. 절편법은 Bishop, Janbu, Spencer 등

한계상태 평형이론에 따른 절편법을 이용한다. 지진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정적상태의 사면안전율은 제방 외측방향 1.27, 제방 내측방향 1.67로 산정되어

정적인 상태의 허용안전율 1.2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6 제방 외측 방향의 사면안정해석 (FS=1.27, 정적상태)

그림 A.7 제방 내측 방향의 사면안정해석 (FS=1.67, 정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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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항복가속도는 사면안전율이 1.0에 도달할 때의 지진가속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등가정적해석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수평지진계수 값을

증가시키면서 사면안전율이 1.0이 될 때의 수평지진계수값을 항복가속도로

결정한다. 그 결과, 항복가속도()값은 외측방향의 경우 0.09g, 내측방향의

경우 0.17g로 산정되었다.

그림 A.8 제방 외측 방향의 사면안정해석 (항복가속도=0.09g)

그림 A.9 제방 내측 방향의 사면안정해석 (항복가속도=0.17g)

A.3.3.3 지반응답해석

지반응답해석을 실시하여 제방 내 가속도 시간이력을 산정한다. 이 때,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예제에서는

실무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1차원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제방 중앙

단면을 해석단면으로 선정하고 가속도가 최대로 증폭된 둑마루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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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0 제방 중앙부의 깊이별 최대가속도 분포곡선

A.3.3.4 잔류변위 산정

제방 둑마루에서의 가속도 시간이력과 항복가속도를 비교하여 변위를

산정한다. 제방의 가속도가 사면안전율이 1.0이 되는 항복가속도를 넘으면

사면의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방의 가속도 시간이력 성분 중

항복가속도를 넘는 성분을 2번 적분하여 제방의 잔류 변위를 산정한다. 제방의

잔류변위 산정결과는 표 A.10에 정리하였으며. 최대 변위는 5.2 cm로 나타나

붕괴방지 수준의 거동한계인 280cm보다 작아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위는 기능수행 수준의 거동한계인 30cm보다도 작으므로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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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0 제방의 잔류변위 (Newmark 변위법)

지진파
제방내측

잔류변위 (cm)

제방외측

잔류변위 (cm)

포항 지진파 0.05 3.0

Borah 0.2 10.7

Shirinrood 0.3 20.6

그림 A.11 Newmark 변위법 해석결과 (제방 내측방향 잔류변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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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Newmark 변위법 해석결과 (제방 외측방향 잔류변위 산정)

A.3.4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본 예제에서는 액상화모델을 사용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의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은 FLAC 2D(Itasca, 2016)이다. 해석절차는

침투해석, 초기응력 산정,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순으로 시행된다.

A.3.4.1 해석조건

해석요소의 크기는 해석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히 작은 크기를

적용하였다. 특히, 각 요소 두께는 지진파가 바닥에서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Kuhlemeyer and



기존 시설물(제방 및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

- A16 -

Lysmer(1973)는 파장(wavelength, )과 파전달 특성을 고려하여 파 전달방향의

요소 두께가 (식 A.2.1)과 같이 파장의 1/10～1/8보다 작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본 예제에서는 요소 두께를 파장의 1/10보다 작도록

적용하였다. 그리고, 파장은 (식 A3.4.1)를 적용하여 입력파의 최대 주파수

성분과 재료의 전단파 속도로부터 결정한다. 그러므로, (식 A.3.4.1)과 (식

A.3.4.2)를 고려하여 요소망의 최소 두께 은 (식 A.3.4.3)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림 A.13은 본 예제에서 사용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단면이다.

≤ 

 to 
 (식 A.3.4.1)

 max

 (식 A.3.4.2)

≤max

min (식 A.3.4.3)

여기서, = 요소의 두께

=전단파의 파장

max=입력파의 최대 주파수

 =전단파 속도 최소값

지반 구성모델로서 Mohr-Coulomb 탄소성 구성모델을 적용하였다.

진동해석 중 요소망의 측면경계 조건은 자유장 경계조건 (free-field

boundary)을 적용하였다. 자유장 경계조건은 진동시 측면 경계면의 수평변위를

허용하고, 경계면과 지반 사이의 감쇠기를 통해 반사파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해석 입력파는 암반을 모델링하였기 때문에 강성 바닥면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

입력파를 수치모델링의 바닥면에 수평 가속도 시간이력의 형태로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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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3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단면

전단변형률에 따른 정규화 전단탄성계수(max   곡선)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FLAC 2D에서 제공하는 hyterestic damping 모델 중 Hardin-Drenich

모델을 사용하여 흙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거동에 의한 감쇠효과를

고려하였으며 Rayleigh 감쇠값은 5%로 적용하였다. 본 예제에서는 제방내

지하수위 아래의 포화된 느슨한 모래층에 대하여 액상화모델인 Finn 모델을

적용하였다. 반복하중에 대한 과잉간극수압 증가계산을 위한 Byrne의 제안식은

(식 A.3.4.4), (식 A.3.4.5)와 같다. 여기서 모델변수 , 는 사질토 지반의

상대밀도 또는 표준관입시험 N치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지반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액상화 모델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식A.3.4.4)




EXP

  (식A.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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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1 액상화해석을 위한 액상화모델 변수

구분   

느슨한 모래층 10 0.489 0.817

A.3.4.2 해석결과

제방 내 수위는 침투해석을 수행하여 아래 그림 A.14와 같이 결정하였다.

그림 A.14 침투해석에 의한 제체 내 수위조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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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A.15∼A.17에 진동 종류 후 느슨한 모래층에 발생한

과잉간극수압비 분포, 최종 변형형상 그리고 연직침하량 등고선도를

정리하였다.

(a) 과잉간극수압비 분포

(b) 변형 형상

(c) 연직 침하량

그림 A.15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 (진동 종료후, 포항지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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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잉간극수압비 분포

(b) 변형 형상

(c) 연직 침하량

그림 A.16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 (진동 종료후, Borah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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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잉간극수압비 분포

(b) 변형 형상

(c) 연직 침하량

그림 A.17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 (진동 종료후, Shirinrood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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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3 성능목표 검증

제방의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 지진에 대하여 둑마루의 침하량이

허용잔류변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에 대하여 제방의 큰

변형은 허용하더라도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둑마루 높이는 외수위보다 높아야

한다.

총 3개의 입력지진기록을 사용하였으므로 해석결과의 최대값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Newmark 변위법에서 제방은 붕괴방지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

최대 변위가 20.6cm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능수행 수준의

거동한계인 30cm를 만족하므로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평가는 생략 가능하다.

액상화가 적용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에서 제방의 지진 후 변위는 붕괴방지

수준의 거동한계 변위인 280cm를 초과하므로 붕괴방지 수준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표 A.12 전체 해석 변위 결과

구분
Newmark 해석법

(액상화 미고려,내측)

Newmark 해석법

(액상화 미고려,외측)

비선형

응답이력

(액상화 고려)

포항 0.05 (cm) 3.0 (cm) > 280 cm

Borah 0.2 (cm) 10.7 (cm) > 280 cm

Shirinrood 0.3 (cm) 20.6 (cm) > 28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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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일반사항

본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방조제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표 B.1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OO방조제의 제원

항 목 방조제 제원 비 고

포용저수량 1×109 m3 -

방조제 총 연장 10 km -

지반분류 S3

현지지반조사 결과 반영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지진구역 지진구역 1구역 전라북도

노후도 B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

수위조건
HWOSTL EL. +4.52m

LWL EL. +1.09m

HWOSTL : 대조평균 만수위 (해측)

LWL : 저수위 (내측)

B.2 우선순위평가

내진성능 우선순위평가는 기존 방조제의 영향도, 지진도,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상세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별 평가인자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우선순위지표 =  ≤ (식 B.2.1)

표 B.2는 우선순위평가 결과로, 본평가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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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2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방조제의 예비평가 결과

평가항목 산 식 평가지표

포용저수량 min



××

   ×, 

방조제 총 연장 min



×

    , 

지반등급 4등급, ×
  , 

지진구역
  , 지진구역 I 구역

  , 지진구역 II 구역
1구역,   

노후도 정밀안전진단 B등급 

우선순위지표 - 56.18

B.3 본평가

B.3.1 일반사항

본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방조제의 포용 저수량은 1×109 m333으로, 내진

I등급 구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평가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는 기능수행,

붕괴방지 수준에 대해서 각각 100년, 1,000년 주기 지진을 사용한다. 방조제

시설의 내진성능수준에 따른 평가거동한계는 표 B.3을 따라 결정하며, 개별

방조제의 거동한계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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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분
피해 세부사항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허용되는

피해

∙ 지진하중 작용 시 방조제 시
설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
여야 함

∙ 설계지진 시 방조제 시설에 상당한
변형과 부분적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

지진 후

기능

∙ 지진 후 방조제 시설의 저수
또는 해수유입방지 기능 등
이 발휘되어야 함

∙ 통제 불가능한 저수량의 유출 또는
해수의 유입상태는 있어서는 안됨

표 B.3 방조제의 거동한계

예제에 사용된 기존 OO방조제의 정량적인 거동한계는 방조제 천단고의

침하량을 기준으로 표 B.4와 같이 가정하여 예제에 적용하였다.

표 B.4 예제 방조제의 정량적인 거동한계

성 능 수 준

기능수행 붕괴방지

거동한계

(방조제 천단고 침하량)
100 cm 700 cm

비 고 월류에 따른 방지

기존방조제의 내진성능 본평가를 위한 해석법은 대표적으로 Newmark

변위법과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제시된 두 가지

해석방법 외 지진 시 방조제의 거동을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있다면 적용가능하다. 본 예제에서는 Geoslope사의 Geostudio 2018버전을

토대로 Newmark 변위법과 비선형 응답이력해석법의 적용방법을 수록하였다.

단, 성능평가 방법은 Geostudio프로그램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제시된

해석법을 신뢰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은 모두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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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1 단면 및 지반조건

예제에 사용된 방조제의 단면도는 그림 B.1과 같이 Geostudio 해석에

적용된 모델을 수록하였다. 해석모델의 총 높이는 55.9m, 폭은 500m이고

방조제의 높이는 21.2m, 폭은 344m이다. 수위 조건은 방조제 제체의

사면안정에 가장 불리한 침윤선 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외해 대조평균

만수위 조건(HWOSTL, EL. +4.52 m)과 내해의 저수위(LWL EL. +1.09m)로

설정하였다. 방조제 하단 원지반의 층상구조는 그림 B.2와 같이 모래, 실트층이

교호하며 나타나며 최하단 부 연암층까지 모델링하였다. 성능평가용 지진은

연암 하단부에 작용한다. 방조제 제체의 축조재료는 크게 모래, 자갈(사석)

재료로 구분되어, 그림 B.3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그림 B.1 방조제 예제 모델의 단면도

그림 B.2 방조제 제체의 재료구분

그림 B.3 방조제 제체 하부지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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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2 해석을 위한 지반물성값의 결정

Newmark 변위법에 필요한 지반정수는 다음과 같다. 사면의 한계상태

평형해석을 위한 지반의 강도정수(점착력, 마찰각), 침투해석을 위한 투수계수,

그리고 원호에 작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 산출을 위한 지반의 변형계수

(max 
, max, 감쇠비곡선)가 지반조사로 부터 획득되어야 한다.

비선형 응답이력해석과 액상화 해석을 위해서는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율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max곡선과 액상화 모델 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최대 전단탄성계수(max 
)는 현장 탄성파탐사를 통해 획득가능하며,

실내시험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max곡선은 채취된 시료의 실내시험을

통해 획득하거나, 문헌자료를 통하여 가장 유사한 지반재료의 변형 특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해석에 사용된 지반재료의 기본특성치는 표

B.5와 같다.

본 예제에서는 사질토와 점성토에 대해서 각각 Seed 등(Seed et al., 1986),

Vucetic 등(Vucetic et al., 1991)이 제안한 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 거동을

사용하였으며, 자갈에 대해서는 Rollins 등(Rollins et al., 2020)이 제안한

곡선을 적용하였다. 비교적 강성이 큰 풍화암과 연암은 선형탄성재료로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풍화암과 연암은 최소 감쇠비만 적용한다. 풍화암과

연암의 비선형 거동특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비선형 재료로 모델링

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료별 비선형거동 특성은 표 B.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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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5 해석에 사용된 지반 물성값

구 분 실트 모래 자갈 풍화암 연암

습윤단위중량 (kN/m3) 17 17 18 19 20

포화단위중량 (kN/m3) 18 18 20 20 20
침투속도 (m/sec) 4.5×10-9 3×10-7 3.5×10-5 1×10-11 1×10-11

투수계수비 Ky’/Kx’ Ratio 1 1 1 1 1

점착력 (kN/m2) 0 0 0 - -

마찰각 (°) 20 20 30 - -
최대 전단탄성계수

(Gmax., MPa)
160 130 180 875 1,290

포아송 비 0.31 0.32 0.31 0.35 0.25

표 B.6 예제해석에 사용된 방조제 재료별 비선형 거동특성

지 반 max 감쇠비

모 래

실 트

(PI=30)

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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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Newmark 변위법

Newmark 변위법은 정적 사면안정해석으로부터 최소 안전율을 나타내는

n개의 사면에 대해서 지진시 발생하는 변위를 추정한다. 따라서, 전체

해석과정은 최초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침윤선의 결정, 한계평형상태 해석을

이용한 사면파괴 원호의 결정, 파괴원호에 작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 결정을

위한 2차원 등가선형 해석, Newmark 잔류변위 해석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Geoslope 2018에서는 상기과정을 따라 Seep/W(침윤선 결정)–Quake/W(초기응력상태)-

Slope/W(한계상태평형해석)–Quake/W(지반응답해석)-Slope/W(Newmark 잔류변위 해석)의

모듈을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별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B.3.2.1 정상상태 침투해석

정상상태 침투해석은 방조제 내부에 형성되는 침윤선의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사용된 투수계수는 앞선 표 B.5와 같으며, 방조제 내·외해의

수위는 사면의 안전율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대조평균 만수위 조건(HWOSTL,

EL. +4.52 m)과 내해의 저수위(LWL EL. +1.09m)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정상상태 흐름해석으로 얻어진 방조제 제체내로 형성된 침윤선의

분포는 그림 B.4와 같다.

그림 B.4 정상상태 침투해석을 통한 방조제 내부 전수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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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2 초기응력해석 (Initial static analysis)

초기응력 해석은 방조제 제체의 2차원 지진응답해석을 위한 단계로,

침투해석으로 결정된 제체내부 침윤선을 반영하여 수치해석 모델의

유효응력분포를 결정한다. 경계조건은 좌우 경계 수평변위 고정, 하단경계

연직변위 고정조건을 적용한다. 그림 B.5는 초기응력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직유효응력의 분포도이다.

그림 B.5 초기응력 해석 결과 연직유효응력(kPa) 분포

B.3.2.3 사면안정 해석

Newmark 변위법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호의 군(群)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적하중 상태에서 Slope/W모듈을 이용한 사면안정 해석을 실시한다.

사용되는 절편법은 Bishop, Janbu, Spencer 등 한계상태 평형이론에 따른

절편법을 이용한다. 사면안정 해석에서 얻어진 최소 안전율을 가지는 n개의

원호활동면에 대해서 Newmark 변위해석으로 지진시 변위를 산정하게 된다.

그림 B.6은 예제 방조제의 정적 사면안정 해석결과이며 최소안전율을 2.383로

확인된다.

그림 B.6 방조제 정적사면의 안정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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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4 2차원 지반응답해석

2차원 지반응답해석을 통하여 지진시 사면파괴 원호에 작용하는 가속도

시간이력을 획득한다. Geostudio를 사용하는 경우 Quake/W를 이용하여

등가선형 해석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은 실지진 기록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에 대해서 스펙트럼 보정하여 사용하며, 3개의

지진기록을 사용시 해석의 최대값, 7개의 지진기록을 사용시 해석의 중간값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본 예제에서는 표 B.6과 같이 총 3개의

실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최대값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B.7의

지진기록은 본 예제의 내진 1등급 방조제가 위치하는 지진구역 1구역, S1

암반노두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림 B.7과 같이 스펙트럼 보정결과를

수록하였다. 붕괴방지수준과 기능수행수준에 대해서 적용된 재현주기는 각각

1000년, 100년이다.

지진기록의 수평재하 방향과 연직가속도 기록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변동성은 사용되는 입력지진 기록의 개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방향

수평지진기록만을 재하하도록 한다.

표 B.7 예제해석에 사용된 방조제 재료별 비선형 거동특성

년도 규모 (ML) 진앙거리(km) PGA (g)* Event/Station/Country

2017 5.4 9 0.1940 Pohang/PHA2/Korea

1983 6.88 94.34 0.052 Borah01/PBF/America

2005 6.4 22.98 0.510 Shirinrood/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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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포항지진 스펙트럼 보정결과

(b) Borah지진 스펙트럼 보정결과

(c) Shirinrood지진 스펙트럼 보정결과

그림 B.7 해석에 사용된 평가기준지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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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5 Newmark 잔류변위해석

Newmark 잔류변위해석은 지진시 파괴원호에 작용하는 관성력으로 발생하는

원호의 활동변위를 누적 계산한다. 누적변위는 파괴원호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항복가속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된다. Geostudio에서는 2차원 지반응답해석으로

산출된 절편의 밑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정적사면안정해석 과정에서 산출된

전단응력의 차이로부터 절편에 작용하는 가속도와 항복가속도를 산출 후

평균하여 Newmark 잔류변위해석을 시행한다. 누적변위는 한계상태 평형해석에서

선정된 n개의 활동면에 대하여 계산한다. 본 예제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총 8개의 최저안전율을 가지는 파괴원호에 대한 해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B.8은 붕괴방지 수준의 Shirinrood 지진에 대한 Newmark

잔류변위 해석결과로, 지진으로 인한방조제의 활동변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B.8 Newmark 잔류변위해석 결과

표 B.8은 사용된 3개의 붕괴방지 수준 지진에 대해서 Newmark

잔류변위해석 결과로 얻어진 입력지진별 원호의 활동변위를 종합한 결과이다.

본 예제에서 사용된 방조제는 상시안전율이 충분히 확보되어, Newmark

변위법 적용시 사면의 활동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Newmark 변위법으로

산출되는 사면의 원호활동 변위는 원호활동면을 따라 접선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로, 방조제의 내진성능 평가는 원호의 활동변위를 방조제 천단에서의

연직변위로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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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8 Newmark 변위법 해석 결과

Pohang Borah-Peak Shirinrood

방조제 천단 연직변위 (cm) 0 0 0

B.3.3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본 예제에서는 액상화모델을 사용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의 예제를

수록하였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은 Geostudio 2018이다. Geoslope 2018을 이용한

방조제의 비선형 해석은 침투 해석, 초기상태 정적 해석,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액상화 후 거동(응력 재분배해석) 순으로 시행된다. 침투 해석, 초기상태

정적해석은 Newmark 변위해석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B.9는 본 예제에서 사용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위한 방조제의 수치해석 모델이다. 본 예제에서는 제체 및

원지반 사질토 지반은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액상화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액상화

발생으로 인한 액상화 후 거동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시행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의 좌·우

경계는 자유장(Free-field)요소를 이용하여 반무한 지반을 표현하는 것이 추천된다.

단, Geostudio 2018에서는 자유장(Free-field)요소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림 B.9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을 위한 방조제의 수치해석 모델

Geoslope에서는 탄성암반 경계조건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보정된 가속도

시간이력이 기반암 층내운동과 동일하다고 간주하여 평가기준지진으로 사용한다. 실제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른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암반노두 지진기록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성암반 경계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입력지진

경계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공동구 내진성능평가 요령」을 참조하도록 한다.



부록 B. 방조제의 내진성능평가 예제

- B13 -

B.3.3.1 비선형 거동 모델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위한 지반의 거동모델은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지반거동모델에 따른다. Geostudio에서는 쌍곡선 모델을 이용하여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며, 반복하중에 대한 이력곡선은 Masing법칙을

따라 완성된다. 본 예제에서 적용된 쌍곡선 모델은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율

거동을 전단강도와 최대전단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식 B.3.3.1)과 같이 정의한다.

따라서, 유효구속압에 따른 최대전단탄성계수(max)의 변화를 정의하면,

Mohr-Coulomb파괴기준에 따른 전단강도()와 함께 그림 B10과 같이 깊이별

달라지는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정의할 수 있다. 단, 모델 구성의 단순함으로

인하여 실제지반의 거동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며, 소성파괴 시

발생되는 이력감쇠의 상한값이 필요하다.

max

max (식 B.3.3.1)

그림 B.10 Geostudio에서 적용되는 비선형 Hyperbolic 모델

표 B.9는 본 예제에서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위해 사용된 지반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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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9 비선형응답이력 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구분

습윤

단위중량

(kN/m3)

포화

단위중량

(kN/m3)

침투속도

(m/sec)

Ky’/Kx
’ 

Ratio

점착력

(kN/m2)

마찰각

(°)

감쇠비

상한치

(%)

포아

송비

실트 - 18 4.5×10-9 1 0 20 18 0.31

모래 17 18 3×10-7 1 0 20 25 0.32

자갈 18 20 3.5×10-5 1 0 30 16 0.31

풍화암 - 20 1×10-11 1 30 33 10 0.35

연암 - 21 1×10-11 1 - - - 0.25

B.3.3.2 액상화 모델

본 예제에서는 Geostudio에서 제공되는 액상화 수치모델인 Finn model을

사용하여 액상화 해석을 시행하였다. Finn모델은 Byrne이 제안한 형태(Byrne,

1991)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하중반복횟수에 따른 간극수압 증가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Finn 모델에서 과잉간극수압의 증가는 지반의 응력-변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선형거동모델과 소성거동모델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Geostudio에서는 쌍곡선 모델과 Mohr-Coulomb모델이 사용된다.

반복하중에 대한 과잉간극수압 증가계산을 위한 Byrne의 제안식은 (식 B.3.3.2),

(식 B.3.3.3)과 같다. 여기서 모델변수 , 는 사질토 지반의 상대밀도 또는

표준관입시험 N치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지반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액상화 모델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식 B.3.3.2)




EXP

  (식 B.3.3.3)

여기서, 는 에너지 효율 60%에 대해 보정된 N치, 는 상대밀도, 는

재료의 체적변형률, 는 체적변형율의 증가량, 는 전단변형율,  는

모델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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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변형률로부터, 간극 수압의 증가는 (식 B.3.3.4)과 같이 결정된다.

 (식 B.3.3.4)

여기서,  = 간극 수압 증가량

 = 회복탄성계수,

 = 체적변형률 증가량이다.

따라서, 그림 B.11의 실험자료로부터 회복탄성계수를 결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림 B.11 모델회복체적변형율-연직응력 관계 (after Martin et al.,1975)

표 B.10에 액상화해석을 위해 사용된 실트 및 모래지반의 액상화 모델변수와

표준관입시험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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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10 액상화해석을 위한 액상화모델 변수

구분    잔류강도(), (kPa)

실트 6 0.93 0.43 8.82

모래 10 0.49 0.82 15.22

그림 B.12에 Borah-peak 지진시 액상화모델을 사용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림 B.12a의 노란점의 분포는 액상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의 위치이며, 그림 B.12b는 해석종료 후 과잉간극수압의 분포로,

제체 중앙하부 모래지반의 과잉간극수압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작용하는

연직유효응력으로 인하여 액상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 액상화 발생영역의 분포

(b) 과잉간극수압의 분포

그림 B.12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결과 (액상화 해석)

그림 B.13은 붕괴방지 수준의 Borah-peak 지진에 대한 지진종료 후

변위결과 분포이다. 내해측으로 사면의 활동이 발생하여 천단부의 좌측에서 약

1.9 m의 침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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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3 액상화 해석 변위

B.3.3.3 액상화 후 거동해석

액상화가 발생한 사질토 지반은 액상화 후 침강압밀과정에서 흙입자의

배열구조가 변화되어 잔류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잔류강도가 지진 발생이전의

강도대비 현저히 작게 나타날 경우, 지진 후 방조제 제체의 응력 재분배

과정에서 추가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에서는

액상화 발생 후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변위에 대한 예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반의 액상화 후 잔류강도를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N치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있다. 본 예제에서는 최근에 제시된 Gutierrez와

Eddy의 제안식 (식 B.3.3.5)을 사용하였다(Gutierrez and Eddy, 2011).

 
 (식 B.3.3.5)

여기서, 은 액상화 잔류강도(kPa)이다.

Geostudio에서 액상화 후 거동은 SIGAM/W모듈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형을 추적한다. 해석은 응력재분배(Stress re-distribution)조건 하 에서 과잉

간극수압이 충분히 소산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1일로 설정하여 응력재분배

과정을 해석하였다.

그림 B.14는 Borah-peak 지진에 대한 액상화 후 거동해석의 결과이다.

그림 B.14a의 변위분포는 액상화 후 발생하는 추가변위 분포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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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림 B.14b는 발생하는 변위의 방행벡터로 전체적으로 제체의 침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의 노란 점은 액상화 후 응력재분배 과정에서

제체내부의 전단응력이 잔류강도를 초과하여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B.14c는 간극수압 소산 1일 후 과잉간극수압비의 분포로

모든 과잉간극 수압이 소산되어 제체 내 잔류하는 과잉간극수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액상화 후 거동에 따른 추가 변위 발생 분포

(b) 액상화 후 거동에 따른 추가 변위 발생 방향 및 소성파괴영역

(c) 과잉간극수압 소산 1일 후 잔류 과잉간극수압 분포

그림 B.14 액상화 후 거동 해석결과

B.3.3.4 성능목표 검증

방조제는 간척사업을 위해 해수를 가둔 뒤 배수와 매립으로 용지를 만들거나

각종 용수를 위해 하천의 하구에 담수를 가두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진시

방조제의 마루의 흙이 유실되거나 침하가 발생하여 방조제의 높이가 외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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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성능목표는 개별 방조제의

거동한계수준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한다. Newmark 변위법에서는 제체의 액상화

현상을 고려할 수 없으며 사면의 활동변위는 원호활동면을 따라 발생하므로

연직침하량을 직접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호활동면을 따라 발생하는

변위를 연직침하량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원호활동면의 변위는

연직변위벡터와 수평변위 벡터의 합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와 같은 가정은 안전측

평가에 해당된다.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해석을 시행하였다. Newmark 변위법과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의 결과는 표 B.11과 같다.

표 B.11 전체 해석 변위 결과

구분

Newmark

변위법

(액상화 미고려)

비선형

응답이력

(액상화 고려)

액상화 후 거동

Pohang 0 (cm) -18.37 (cm) -33.40 (cm)

USA-Borah-Peak 0 (cm) -187.84 (cm) -30.63 (cm)

Iran-Shirinrood 0 (cm) -39.80 (cm) -30.40 (cm)

총 3개의 입력지진기록을 사용하였으므로 해석결과의 최대값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Newmark해석에서 방조제는 붕괴방지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붕괴방지 수준의 침하량으로 기능수행 수준의 거동한계인

100cm를 만족하므므로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평가는 생략 가능하다.

액상화가 적용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에서 방조제의 변위는 지진으로 발생한

변위와 액상화 후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으로 침강압밀이 진행되어 발생한 변위를

합하여 평가한다. 예제에서 붕괴방지 수준의 Borah-peak 지진에서 최대 침하량

218cm이 예측되었다. 이는 붕괴방지 수준의 거동한계 변위인 700cm 이내이므로

붕괴방지 수준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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