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요령평가요령평가요령평가요령평가요령평가요령평가요령

2004. 5.

건 설 교 통 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i -

목 차

제 장 총 칙1
일반사항1.1 ·····························································································································1
요령의 구성1.2 ·······················································································································2
용어 정의1.3 ····························································································································3

제 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2
일반사항2.1 ·····························································································································5
지진위험도2.2 ·························································································································6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2.3 ·························································································19

제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3
일반사항3.1 ···························································································································21
자료조사 및 분석3.2 ···········································································································22
평가항목 및 기준3.3 ···········································································································24

제 장 내진성능 상세평가4
일반사항4.1 ···························································································································29
단계 평가4.2 1 ······················································································································32
단계 평가4.3 2 ······················································································································45

제 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5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5.1 ·································································································69
현황보고서 작성5.2 ·············································································································70
예비평가 보고서5.3 ·············································································································71
상세평가 보고서5.4 ·············································································································72

부 록

내진성능 평가 예제A. ···········································································································75
내진성능 평가표B. ·················································································································97



- ii -

표차례< >

표 제방의 내진등급2.2.1 ····································································································6
표 설계 지진2.2.2 ··················································································································7
표 지진구역계수2.2.3 ··········································································································10
표 위험도계수2.2.4 ··············································································································10
표 지진구역 구분2.2.5 ········································································································10
표 지반의 분류2.2.6 ············································································································11
표 지진계수2.2.7  ············································································································13
표 지진계수2.2.8  ············································································································13
표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계수2.2.9 / ( )Ⅰ ··························· 17
표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2.2.10 / ····························18
표 제체 구성재료의 상대밀도 또는 상대다짐도3.3.1 (4) ··············································26
표 제체의 안정성3.3.2 (3) ····································································································28
표 항복가속도4.2.1 ············································································································41
표 과압밀비의 지수4.3.1 , k ····························································································50
표 4.3.2  의 추정치 ···································································································51
표 4.3.3 의 값(2) ······································································································51
표 4.3.4 와 현장 시험 결과의 경험적 관계식

(2) ····················································52
표 보정계수4.3.5  ·········································································································61
표 세립질 함유량에 따른 보정값4.3.6  ··································································62
표 액상화 후 해석 조건4.3.7 ··························································································63
표 평가대상 제방의 지반가속도계수A.1 ·······································································77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진동전단응력비A.2 ···················································83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전단저항응력비A.3 ···················································87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액상화 안전율A.4 ·····················································90
표 액상화 안전율 인 지점의 비배수전단강도A.5 1.0≤ ············································94

- iii -

그림차례< >

그림 평균재현주기 년 지진지반운동2.2.1 500 ·································································8
그림 평균재현주기 년 지진지반운동2.2.2 1000 ·······························································9
그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2.2.3 ············································15
그림 제방 내진성능 평가절차 흐름도2.3.1 ··································································19
그림 예비평가 흐름도3.1.1 ······························································································21
그림 3.2.1 의 값 ··············································································································23
그림 제체진력계수3.3.1 (10) ·································································································27
그림 내진성능 평가 단계 흐름도4.1.1 1 ··········································································29
그림 내진성능 평가 단계 흐름도4.1.2 2 ··········································································30
그림 환산관입저항치와 현장 액상화 거동의 상관관계4.2.1 ······································37
그림 보정계수4.2.2 의 산정도표 ·················································································38
그림 가속도 스펙트럼 그래프 지진의 예4.2.3 (El Centro ) ······································39
그림 제체의 높이에 따른 최대가속도비4.2.4 ································································42
그림 최대가속도비에 따른 영구 변형4.2.5 ····································································42
해설그림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발현양상4.3.1 ················································48
그림 재하 횟수에 따른 액상화 저항 강도비 곡선4.3.2 ··············································49
그림 관입저항력으로부터의4.3.3 CPT 추정 ··························································53
그림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4 ··········································································54
그림 모래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5 ··············································································54
그림 자갈 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6 (Gravelly soil) ··················································55
그림 세립토의 감쇠비 곡선4.3.7 ······················································································56
그림 모래에 대한 감쇠비곡선4.3.8 ··················································································57
그림 자갈의 감쇠비 곡선4.3.9 ··························································································57
그림 지진동에 의한 간극수압비 산정도표4.3.10 ··························································63
그림 평가대상 제방의 단면A.1 ·························································································78
그림 깊이에 따른 표준관입시험 치의 변화A.2 N ························································79
그림 평가대상 제방의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A.3 ···················································82
그림 제체 내 액상화 안전율 인 구역A.4 1.0≤ ····························································93
그림 액상화 후 안정해석 결과A.5 ····················································································95



- 1 -

제 장 총 칙1

일반사항1.1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제방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할 수1.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본 요령의 대상은 제방 본체와 기초지반으로 제한한다 단 기초 지반의 내진성능2. . ,

평가절차는 기초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 .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개3.

정될 수 있다.

제방의 정적 안정성은 본 요령의 평가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정적 안정성 평가요4. ,

령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진시 제방의 거동에 대한 동해석기법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5.

만큼 본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 특정 동해석기법을 제안 및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요령의 상세해석 부분은 다양한 동해석 기법의 소개 및 적용.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제방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댐의 내진기준에 준하여 평가를6.

수행한다.

본 요령은 기존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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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 2001]

나 내진설계기준연구 건설교통부. [ , 1997]

하천제방의 경우 하천흐름에 의한 소류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진이 소8.

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립된 이론이 없는바 추후 이론발전에 따라 평가항목,

에 추가하도록 한다.

- 2 -

요령의 구성1.2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칙1.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과 평가절차2.

내진성능 예비평가3.

내진성능 상세평가4.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5.

부록 평가예제6. A :

부록 내진성능 평가표7.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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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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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진관련 용어-

감쇠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1. : ,

을 뜻함

공진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을 받게2. :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스펙트럼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3. :

시간영역해석 실지진기록 혹은 인공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지진의 지속시간에 따른4. :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수하는 해석법

응답 어떤 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바5. : .

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재현주기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6. : , ,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

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크기 이상의 년

최대치가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전단파속도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7. : ,

나 지반의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지진지반운동 지진하중에 대한 지반의 거동을 말하며 동적운동의 크기 주파수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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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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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하중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9. :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도가 있는10. :

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진동수가 높은 가

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최대,

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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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리적

관성력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 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11. : , ×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제방 관련용어-

동수압 물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12. :

상시만수위 평상시에 저수지의 수면이 유지될 수 있는 최고수위13. :

설계홍수위 제방이나 보 등의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홍수 발생시의14. :

수위로서 통계적인 값이며 반드시 가능최대 홍수일 필요는 없음

암반 노두 지반의 암석이나 지층의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15. :

액상화 느슨한 포화사질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16. :

잉간극수압이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응력이 감소하게 되어 유

체처럼 유동하거나 측방퍼짐 과 같은 현상(Cyclic Mobility)

유사정적해석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을17. :

수행하는 대신 각 시간단계에서 발생되어진 지반 변위 또는 입력 변위 입력 하중, ,

에 대해서 구조계의 질량과 감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체 구조물의 강성 변화와 지

반의 강성변화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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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2

일반사항2.1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댐 설계기준의 내

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진하중.

의 크기는 다음의 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2 .

제방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참조1. (2.2.1 2.2.5 )～

제방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는 경우 참조2. (2.2.6 )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에 적용할 지진하중의 크기

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산정방법은 각 시.

설물의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의 내진평가에 설계지진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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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하중의 크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제방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지

진하중 산정방법을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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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도2.2

제방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내진해석을 위한 지반가속도계수의 크,

기는 설계기준을 따라 산정한다.

제방의 내진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 제방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해야 한

다 사용목표수명을 고려치 않는 경우는 신설 제방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평가.

를 수행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본 요령에 적용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방.

법은 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을 기초로 하였다(2001, ) .

내진등급2.2.1

제방의 내진등급은 댐의 내진등급에 준하여 내진 등급과 특등급만으로 구분하며Ⅰ

등급의 결정은 제방의 중요도에 따라 표 결정한다 표 에서 보듯이 대부분2.2.1 . 2.2.1

의 제방은 내진 등급에 해당하며 특별히 발주처가 지정하는 경우에만 내진특등급으로1 ,

분류한다.

표 제방의 내진등급2.2.1
내진등급 제방

내진특등급 사회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방/ /
내진 등급1 내진특등급 제방 이외의 모든 제방

지진하중 결정시 고려 사항2.2.2

제방의 지진하중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진재해도 및 지진구역도 이용시 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1.

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2. ,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지진재해도는 보통암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3. .

지반운동은 지진강도 주파수 특성 및 강진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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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지반운동은 수평 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5. 2 , .

지반운동의 수평 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6. 2 .

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그 세기는 수평 방향 성분의 으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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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지반가속도계수2.2.3

지반가속도계수는 내진설계기준
(1)
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지진재해도를 이용하는 방법 제방이 위치한 부지에 대하여 지반가속도계수를 정1. :

밀하게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 지진의 평균 재현 주기별로 작성된 지진재해도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내진 등급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한다 내진 등급에 따.

른 지진재해도는 표 와 같고 재현주기별 지진재해도는 그림 과 그림2.2.2 2.2.1

를 참조한다2.2.2 .

표 설계 지진2.2.2
성 능 수 준

재 현 주 기 붕괴방지수준

년500 등급Ⅰ

년1000 특 등급

해설 섬진강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 ( )
섬진강댐은 내진 특등급으로 붕괴방지 수준의 지반가속도계수 산정시 재현주기

년 재해도를 기준으로 댐의 위치를 찾아 등고선 값을 취한다 섬진강댐 경우는1000 .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약 0.13g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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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균재현주기 년 지진지반운동2.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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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균재현주기 년 지진지반운동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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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도를 이용하는 방법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설정하여 지진의 평균2. :

재현주기별로 지진재해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한 지진 구역계수는 표 과 같다 표 은 평균 재현주기 년을 기준2.2.3 . 2.2.3 500

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의 위험도계수를 함께 이용하면 다른 재현주기에서, 2.2.4

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지반가속도계수는 지진구역계수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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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별로 설정된 지진구역계수 와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의 곱으로 산정(Z) (I)

한다.

표 지진구역계수2.2.3
지 진 구 역 Ⅰ Ⅱ

구역계수, Z (g) 0.11 0.07

표 위험도계수2.2.4
재현주기 년50 년100 년200 년500 년1000 년2400

위험도 계수, I 0.4 0.57 0.73 1.00 1.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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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구역 구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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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동부 군 시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 , ) : , , , , , , , , , , ,

수시 순천시,
전라남도 남서부 군 시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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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건의 고려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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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S A, S B, S C, S D, S E, S F의 종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6 ,

반조건에 따라 항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재산정한다2.2.3 .

지반은 표 에서와 같이 상부 의 평균 지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2.2.6 30.0480m .

표 지반의 분류2.2.6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30.480m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N ( N CH )
(blow/foot)

비배수전단강도(
kPa), s u

S A 경암지반 초과1500
- -

S B 보통암지반 에서760 1500

S 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에서360 760 > 50 > 100

S D 단단한 토사지반 에서180 360 15 50～ 50 100～

S E 연약한 토사지반 미만180 < 15 < 50

S F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여기서 지반종류, S F는 부지의 특성 조사가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을

말한다.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와 매우 민감한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1. , Quick Clay ,

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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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 지반2.

매우 높은 소성을 갖은 점토 지반3.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 지반4.

부지위치에 따라 결정된 항의 지반가속도계수는 표 의 기준에 따라 분류2.2.3 2.2.6

된 지반( S F 제외 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에 따라) .

결정된 지반가속도계수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보통암 지반( S B 표 의 지표면; 2.2.6)

자유장인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속도이다 따라서 국지적인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그 부지의 지반가속도계수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경암 지반. , ( S A 이면 지진동은 보통암 지반에)

비해 감쇠 특성이 지배적일 것이며 그 외의 지반, ( S C , S D , S E 이면 증폭 특성이 지배)

적일 것이므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 표 또는 표 를 활용하여( 2.2.7 2.2.8)

직접 또는 선형 보간하여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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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결정에 활용된다 이러한 지진계수는 지반의 증폭 특.

성을 반영한 증폭계수와 지진구역계수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 계수로서 C a는 단주기

특성을 C v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보통암 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폭.

이 작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 S A 이거나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

( S C , S D , S E 인 경우 대상 시설물의 공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가속도계수를 재설정)

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표면의 지반가속도계수에 있어서 과,

다 혹은 과소 설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보통암 지반의 지반가속도계수.

결정시 지진재해도와 지진구역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지진재해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구역도가 과다하게 보수적일 수도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 근,

처의 시설물인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근의 암반. ,

노두의 상태에 따라 비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지반 분류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반가속도계수 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측면의 근

본적인 대상 지진 하중의 결정에 심각한 과다 혹은 과소 평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진공학자나 지반공학자의 현장 조사에 따른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하여 지,

반가속도계수의 결정 및 재설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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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진계수2.2.7 C a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 A 0.09 0.05
S B 0.11 0.07
S C 0.13 0.08
S D 0.16 0.11
S E 0.22 0.17

표 지진계수2.2.8 C v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 A 0.09 0.05
S B 0.11 0.07
S C 0.18 0.11
S D 0.23 0.16
S E 0.3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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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해석을 위한 가속도 시간이력의 결정2.2.5

상세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으로는 평가 제방 대상 부지나

지진발생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서 계측된 가속도 시간이력 또

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해석시에 사용한다.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의 선정 및 수정1.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의 입력 지진 기록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기록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실제 지진 기록은 여러 연구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시 입력되는 가속도 시간 이력은 기.

반암에 작용하므로 입력 지진 기록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이나 토사에서 계

측된 기록을 기반암에서의 가속도 시간 이력으로 수정한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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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물에 지진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지반 및 시설물의 공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세 해석을 위해 활용되는 실제 지진기록은 되도록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즉 장주기와 단주기 성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선정하여 활용하거나 단주기 및,

장주기의 성분이 우세한 실제 이력을 각각 선정하여 두 기록 모두를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본 요령에서는 지진기록 선정시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사용되는 규,

모 의 실제지진기록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6.5 .

지진 발생시 시설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는 그림 에서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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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가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선정된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상세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록의 최대 가속도 크기를 제방의 대상

부지 기반암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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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2.2.3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생성2.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을 위하여 부지 여건이 상이한 다른 지역의

실제 지진 기록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제한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제방의 대상 부.

지 및 유사한 부지의 지진 기록이 아닌 경우 대상 부지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상세 해석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공 지진 기록은 지역적인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해야 하며 제방의 내진,

성능 수준 및 대상 지역 기반암에서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관.

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현재 다양한 인공 지진 생성 코드가 제시되어 있으

며 대표적인 공개 프로그램은 가 있다, SIMQ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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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지속 시간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요 요소는 독립적인 관.

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종속적인 복합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특성을 포함하는 지진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시간이 충분히 길어

야 하며 정도까지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진 지, 0.4Hz

속시간은 초에서 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 지속 시간에 상10 25 .

응하는 강진 지속 시간은 초에서 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지진파의 주파수 성6 15 .

분중 높은 주파수 성분인 이상의 강도는 시설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24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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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낮은 주파수 성분은 견고한 시설물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0.3Hz .

러나 제방은 다소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이하의 낮은 주파수0.3Hz

성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방의 상세 해석을 위한 인. ,

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되도록 충분히 길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은 상세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의 선정 및 수정된 다양한 주파수 특성의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과 병행하

여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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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위험도2.2.6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할 경우 지반가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이1.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한다.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평가설계수명= × (2.1)

지진의 년평균발생확률은 평균재현주기의 역수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이 같다

고 가정하여 사용목표수명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이와같은 가정은 그.

타당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 를 구하고 이를 지진구2. / (I) ,

역계수에 적용하여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

한다.

식 로부터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을 산정하고 이의 역수를 취하(2.1)

여 재현주기를 구한다 산정된 재현주기에 대한 지진위험도계수는 내진설계기준.

연구에 제시된 재현주기별 지진위험도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

정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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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표 에서 보듯이 지진위험도계수는 설계당시와 동일한2.2.9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2.2.9 / (I)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이상1/2 1/2 1/4～ 이하1/4
특등급 1.40 1.05 0.79
등급I 1.00 0.75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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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를 지진구역에 따른 가속도계수에 적용하면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에3.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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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2.2.10 /

지진구역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이상1/2 1/2 1/4～ 이하1/4

구역I
특등급 0.15g 0.12g 0.09g
등급I 0.11g 0.08g 0.06g

구역II
특등급 0.10g 0.07g 0.06g
등급I 0.07g 0.05g 0.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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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2.3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는 그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상화 평가를 먼저 실시2.3.1

하고 액상화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체의 사면안정성과 변형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하위평가단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상위평가단계로 갈수록 고등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였다.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그림 에 도시되어 있다2.3.1 .

구성재료 분류

•액상화 미발생 기준

액상화 예비평가

•액상화 간편해석
•액상화 FS > 1.5

액상화 평가 1단계

•액상화 상세해석
•액상화 구역산정

액상화 평가 1단계

•현장답사 평가기준
•거동 평가 연구

사면안정/변형 예비평가

•간편해석
•사면안정 FS > 1.2
•변위 < 허용변위

사면안정/변형 평가 1단계

•상세해석
•사면안정 FS > 1
•변위 < 허용변위

사면안정/변형 평가 2단계

액상화 후 해석

대책수립 종 료대책수립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불만족

불만족

만족

그룹 1 (액상화 지반) 그룹 2 (비액상화 지반)

액상화 평가 단계2

그림 제방 내진성능 평가절차 흐름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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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3

일반사항3.1

제방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내진 성능 평

가를 하기 전 단계로서 예비 평가를 실시한다 예비 평가는 공사지 준공도 시방서. , ,

등의 기존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내진 성능 평가 단계의, 1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 평가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흙분류

그룹1 그룹 2

내진성능 평가 단계1 액상화 평가 단계1 사면안정 변위 평가 단계/ 1 평가종료

현장답사 결과
평가기준

액상화 평가기준 사면안정 변위/
평가기준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그림 예비평가 흐름도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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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및 분석3.2

제방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공사지 설계자료 준공도 수리 수문 자료 기, , , ,

존 안정성 평가 자료 등을 조사하여 예비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며 내진 성능,

평가 단계 및 단계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한다1 2 . 예비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자

료와 자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자료 내진 설계 여부 및 적용 기준 파악1. :

준공도 단계 간편해석 및 단계 상세해석을 위한 단면 결정2. : 1 2

수리 수문 자료 제체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계산하기 위한 저수상태 파악3. :

기존 안정성 평가 자료 육안조사 지역 선정 및 지진시 우려되는 위험요소 확인4. :

제방 제체의 재료 특성 자료3.2.1

제방 제체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특성 자료는 제방의 종합적인 안정성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단 자료이자 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 이용되므로 이에 대한

특성은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제체의 재료 특성 자료는 제방의 형식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내진 안정성,

예비 평가에 필요한 항목은 제체단면 제체 구성재료의 통일분류법 상 분류 그리고, ,

상대다짐도 또는 상대밀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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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수문 자료3.2.2

수리수문자료는 제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가 평상시 제방에는 정지 유체수압이 작용한다 정수압 분포는 직선적으로 발생. .

하며 제방 수표면에서 바닥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P wh= γ w ⋅ h (3.1)

여기서, P wh 정수압: (kPa) , γw 유체 단위중량: ( kN /m 3) ,
h 계획홍수위: (m)

나 지진 발생시에는 제방에 추가적으로 수압 동수압 이 작용한다 따라서 지진. ( ) .

발생시 제방에 작용하는 전수압 정수압과 동수압의 합 을 고려하여 제방의 내( )

진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제방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경사면에 적용하는 의 식을 적용한다. Zanger .

 
























  











(3.2)

여기서, K h 설계수평계수: , H 수심: (m), h 수면에서의 깊이: (m)

γw 물의 단위중량: , C θ 상류면 경사각의 함수 그림: ( 3.2.1)

그림 3.2.1 C θ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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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기준3.3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현장답사를 통한 해석 대상 제방의 육안조사와 기존자료를 이

용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현장답사를 통한 육안조사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숙련된 기술자가 시행해야 한다 기존자료를 이용한 평가는 가능한 최근 자료 예 제. ( :

방 안전진단 자료 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설계자료는 반드시 참조한다 예비평가는 보) .

다 상세한 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스크린과정인 만큼 판정기준이 보수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내진성능이 충분한 것으로 판정이 되2

어야만 평가를 종료하고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내진성능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정, 2

되면 보다 상세한 평가방법인 단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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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를 통한 상태평가3.3.1

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댐 의 상태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며‘ ( )’ ,

상태평가등급이 의 평가가 나오면 내진성능 평가 단계를 실시한다C, D, 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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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3.3.2

평가 대상 제방에 대하여 예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 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안정성 평가 단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1 .

기초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예비 평가1.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참조‘ ’

제체의 액상화 및 사면안정성 변위에 대한 예비 평가2. /

가 공사지 제방 유지관리 자료 안정성 평가자료 등 기존의 자료들 중에서 제체. , ,

구성재료의 상대밀도 또는 상대다짐 정도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표 에서 해당 항목을 결정한다3.3.1 .

나 표 에 의거하여 기초 지반을 분류한다. 2.2.6 .

다 절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 지반의 종류에 따른 지표면의 설계 수평 지진. 2.2.4

계수를 산정한다.

표 제체 구성재료의 상대밀도 또는 상대다짐도3.3.1 (4)

항목
특성치

상대밀도(%) 상대다짐도(%)

제체 구성재료의

상대다짐 또는

상대밀도

매우조밀 100 80～ 100 95.0～

조밀 79 65～ 91.3 94.9～

보통 64 55～ 88.7 91.2～

느슨 미만55 이하88.6

라 지표면의 설계 수평 지진계수 설계지반진도. ( , k F 와 그림 또는 식) 3.3.1(

를 이용하여 제체 도심에서의 가속도 제체진력계수 를 결정한다(3.3)) ( , k) .

마 도심에서의 가속도를 표 에 적용하여 흙분류 그룹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3.3.2

단계의 수행여부를 결정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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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y/H≤0.4 일때 k= k F×{2.5-1.85×(y/H)}0.4<y/H≤1.0 일때 k= k F×{2.0-0.60×(y/H)} (3.3)

제체진력계수k : k F 설계지반진도:

y H
그림 제체진력계수3.3.1 (10)

제체 구성재료를 통일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의 그룹으로 구분한다(1) 2 .

가 그룹( ) 1: GW, GP, GM, SW, SP, SM, ML
나 그룹( ) 2: GC, SC, CL, OL, MH, CH, OH

제체 구성재료가 그룹 에 속하는 경우 제체액상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하여(2) 1 :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표 의 구역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를 수행( 3.3.2 I ) 1
하고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표 의 구역 제체의 사면안정성 변위, ( 3.3.2 II ) /
평가를 수행한다.

제체 구성재료가 그룹 에 속하는 경우 제체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3) 2 :
보고 제체의 사면안정성 변위 평가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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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체의 안정성3.3.2 (3)

상대밀도

및

상대다짐도

제체 도심에서의 가속도 수준

낮음

0 0.2g～

보통

0.21g 0.39g～

높음

이상0.40g
느슨 Ⅰ

Ⅰ

Ⅰ보통

Ⅱ조밀

Ⅱ

매우 조밀 Ⅱ

Ⅰ 제체액상화 및 사면안정성 변위 평가 단계 수행 필요: / 1
Ⅱ 제체액상화 및 사면안정성 변위 평가 단계 수행 불필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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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진성능 상세평가4

일반사항4.1

내진 성능 평가 단계는 현장 조사 실내 시험 간편 해석의 순서로 나누어 수행1 , ,

하도록 한다.

내진 성능 평가 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1 .

사면안정/변위예비평가
액상화안전율

> 1.5

액상화평가2단계

액상화간편해석

사면안정/변위평가2단계

사면안정/변위간편해석

•사면안정FS > 1.2
•변위 < 허용변위

기초지반과제체에대한현장시험

평가종료

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그림 내진성능 평가 단계 흐름도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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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성능 평가 단계 결과 제체 및 기초 지반의 내진 성능이 불안정한 것으로1 ,

나왔을 경우에 내진성능 평가 단계에서 정밀 해석을 수행하며 현장 정밀 조사 실2 , ,

내 시험 상세 해석의 순서로 수행한다, .

내진 성능 평가 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2 .

액상화 상세 평가 사면안정/변위 상세해석

•사면안정 FS > 1.2
•변위 < 허용변위

실내시험

기초지반과 제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

평가종료

불만족

만족

액상화 구역 산정

액상화 후 해석

대책 수립 대책 수립

그림 내진성능 평가 단계 흐름도4.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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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단계 현장 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제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1 : ,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장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간편 해석은 크게 액상화에 대한 간편 해석과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통

해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평가 단계 실시 여부를 판정하도록2
한다.

단계 현장 정밀 조사시에는 시추조사 및 크로스홀 및 다운홀 시험2 : , SPT CPT,
등을 통하여 시료의 채취와 함께 동적 전단탄성계수 등의 물성을 수집한다.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하여 흙

의 동적 물성 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세 해석을 수행한,
다 상세 해석시에는 수치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안정 해석을 수행한다. .
이상의 상세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제방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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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4.2 1

단계 현장 조사 및 시험4.2.1 1

현장조사는 제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자와 지반공학자 및 수리 구조공학,

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장조사는 재료의 현장 물성을 획득하고 하천의 기하. ,

학적 특성과 흐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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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4.2.2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제체에 대한 현장시험은 제방의 형식과 결

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시험 방법은.

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단계에서는 제체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1

방법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을 통해 제체 구성 재료에 대한 강도와 층상구조 그리고 전

단파 속도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간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게 된,

다.

내진성능 평가 단계 수행시 안정 해석에 요구되는 제체 재료의 물성을 결정하기1

위해 제체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방의 내진성능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제체의 거동에 대한 간편 해석을 수행한1

다 해석을 위한 제체의 입력 물성은 거동해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인자로 작용하므.

로 제체의 정적 및 동적 특성의 정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방의 중요성과. ,

결부되어 주로 시험 방법은 제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내진성능 평

가에서는 단계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은 제방 제체를 대상으로 손상1 .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접근성.

과 주변 여건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시험.

전문가의 사전 시험 위치 및 기법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 획득 및 활용이 가능

하다.

비파괴 시험으로는 비파괴 탄성파 시험 전기 비저항 탐사 등이 있다 비파괴 탄성, .

파 시험으로는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 기, (Impact Echo)

법 기법, SASW(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 MASW (Multi- channel

기법 등이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파의 속도 또는 탄Analysis of Surface Wave) . P

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를 기법으로는 매질의 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SASW S .

이렇게 구한 파 속도와 파 속도는 두 탄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송비를 추P S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파괴 탄성파 시험의 한 종류인 충격반향 기법은 탄성파의 전파가 불연속면에서

다중반사 를 일으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매질의 탄성파 속도(multiple reflection)

또는 불연속면까지의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주로 명확한 반사면이 존,

재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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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탄성파 시험인 시험은 지표면에서 비파괴 및 비관입적으로 수행할 수SASW

있는 표면파 기법이다 시험은 지표면의 비교적 긴 시험 측선의 한 지점에서 충. SASW

격이나 진동을 가하고 일정 거리가 이격된 위치에서 지반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지

반 매질 내부의 파 속도 및 층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제방의 내진 성능 평S . ,

가를 위한 제체의 동적 특성 자료로서 심도에 따른 파 속도 분포는 매우 유용한 자S

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지진동 전파 매질의 종류 및 층상 구성의 불연속성에,

관계 없이 진동원의 종류에 따라 깊은 심도까지 파 속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S .

제체의 포아송비와 동적물성의 변형률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결정

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현장 및 실내 시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험은 시. MASW SASW

험이 확장된 형태로 전단파속도에 대한 차원적인 분포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신뢰성2

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지반이 그 구성재료 및 상태에 따라 전기비저항치가 달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류전극을 통하여 제방 제체에 유입된 전류에 의하여 발생

하는 전압변화를 전위전극에서 측정하여 전기 비저항치를 산출하고 지질 구조를 파악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방 제체 내의 재질이 주변 지역과 달라지거나.

균열이 존재할 때 이 부근에서의 전기비저항치를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이질층 또는

균열을 탐지해낼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제체에 별다른 손상 없이 시험을 수행하고 제방 제체에 대한 거동

및 내진성능 평가의 기본적인 물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

나 이러한 유용성은 그 적용성에 있어서 제한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제체에 대한. ,

직접적인 시추 및 코어링 없이 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시험 수행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서 특별한 장비 및 경험이 요구되며 시험 결과의 해석론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프로,

그램 및 경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성으로 인해 시험 수행자 및 해석자에 따라.

제체 특성의 취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진 및 지반공학자 제방 관리자. ,

그리고 비파괴 시험 전문가의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 하에 철저한 사전 준비 시험 수,

행 그리고 결과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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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해석4.2.3

내진 안정성 평가 단계인 간편 해석을 기초 지반과 제방 제체로 나누어 다음과1

같이 실시하고 단계 상세 해석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2 .

액상화에 대한 간편 해석1.

제체의 사면 안정 및 변형에 대한 간편 해석2.

해설[ ]
간편 해석은 크게 액상화에 대한 간편 해석 제체의 사면 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

제체의 변형에 대한 간편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액상화에 대한 간편 해석은 기초지반과 제체에 대해 수행하고 제체의 사면 안정 해,

석은 유사 정적해석을 이용한 사면 안정 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해석 수행시에는 동.
수압을 고려하도록 하며 형식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에는 내진 성능 평가 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체의 변형에 관한 간편 해석은2 .

법에 의하여 수행하며 산정된 변위의 크기가 허용 변위를 초과할 경우Makdisi-Seed ,
내진성능 평가 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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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에 대한 간편 해석4.2.4

기초지반 액상화에 대한 간편해석4.2.4.1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참조‘ ’

제체 액상화에 대한 간편해석4.2.4.2

제체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간편해석은 와 의 간편법을 이용하여Seed Idriss

수행한다 간편법으로 제체 내 한 지점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고 이러. ,

한 안전율 산정과정을 제체 내 여러 점에서 수행하여 액상화 발생 구역

을 개략적으로 구하여 단계 상세해석의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액상화에 대한 안전2 .

율은 평가대상 지점의 진동전단응력비 ( τdσv )와 전단저항응력비 ( τ lσv' )를 비

교하여 산정하며 진동전단응력비와 전단저항응력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한다, .

지진력을 표현한 진동전단응력비1. ( τdσv' )는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한다.

τ d
σ v ' = 0.65 a maxg

σ v
σ v ' (4.1)

전단저항응력비2. ( τ lσv' )는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SPT) N

같이 산정한다.

가 표준관입저항치 으로부터 환산 값인. N N N1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N1 = N
10
σ v ' 유효상재압( σ v '의 단위는 tonf/m

2
) (4.2)

나 산정된 환산 값으로부터 그림 을 이용하여 액상화 전단저항응력비를 산. N 4.2.1

정한다 그림 은 지진규모 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립질 함유량을 고. 4.2.1 6.5

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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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에서 산정한 전단저항비는 지표면이 수평한 경우 즉 지진동 발생 전의 초기. . ,

응력이 주응력 상태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제방과 같이 경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나 에서 구한 전단저항응력비를 지진동 발생 전 초기전단응력의 영향.

을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보정해 주어야 한다.

τ l
σ v ' =

τ l
σ v ' ⋅ K α (4.3)

여기서 보정계수, Kα는 초기응력비 ( τhσv' )와 상대밀도의 함수로서 그림 를4.2.2

이용하여 산정하며 초기전단응력, ( τ h )은 정적응력해석 예 정적유한요소해석( : )

을 수행하여 산정한다.

0 10 20 30 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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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0.5

0.6

0.7

τ ℓ
σ v '

액
상
화

전
단
저
항
응
력
비

환산 값N , N1

세립질함유량 35% 15% 5%이하

그림 환산관입저항치와 현장 액상화 거동의 상관관계4.2.1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표준서 해양수산부( ,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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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정계수4.2.2 Kα의 산정도표 (After Seed and Harder, 1990)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다음 식과 같이 산정한다3. .

FS = ( τ l
σ v ' )( τ d
σ v ' ) (4.4)

산정된 안전율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액상화 발생 구역이 존재하게 되4. ,

면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를 수행하고 액상화 발생구역이 없으면 제체의 사면안2

정성 변위 평가를 수행한다/ .

액상화에 대해 안전FS 1.5 :≥

액상화에 대해 불안전FS<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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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의 사면안정 및 변형에 대한 간편 해석4.2.5

제체의 사면 안정은 정적하중 동수압 관성력 등을 고려한 유사 정적해석법을1. , ,

이용하여 실시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물성치는 예비 조사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한다.

변형에 대한 간편 해석을 수행하여 영구 수평 변위를 산정한다 붕괴방지수준에2. .

서 영구 수평 변위에 대한 허용 변위는 제체 높이의 를 기준으로 한다1% .

가 제방의 변형에 대한 간편해석. : Makdisi-Seed analysis

(1) G/G m ax 와 전단변형률에 대한 그래프를 작성한다, D(Damping ratio) .

설계지진에 대한 가속도 스펙드럼 그래프를 작성한다(2) .

그림 가속도 스펙트럼 그래프 지진의 예4.2.3 (El Centro )

전단탄성계수 를 가정하여(3) G G/G m ax 값을 산정한다.

에서 작성된 그래프를 통해 전단변형률과 를 구한다(4) (1) Damping ratio .

일 때의 고유진동수를 산정한다(5) n=1,2,3 .

ω 1= 2.404H G
ρ

(4.5a)

ω 2= 5.52H G
ρ

(4.5b)

ω 3= 8.65H G
ρ

(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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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n= 2π
ω n

(4.6)

여기서, ρ 제체의 밀도= =
γg

T n 고유주기=

에서 작성된 그래프에서 와 고유주기에 대한 스펙트럴 가속(6) (2) Damping ratio

도 S a1, S a2, S a3를 구한다.
제방 마루에서의 최대가속도를 산정한다(7) .

u '' a(max ) (at z= 0)= ∑
3
n= 1[ u'' an (0)] 2max

= (1.6S a1) 2+ (1.06S a2) 2+ (0.86S a3) 2 (4.7)
제체의 평균등가 전단변형률을 산정한다(8) .

(γ' av) eq=0.195H ρG S a1 (4.8)
에서 구한 전단변형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부터의 과정을 반복(9) (4) (3)

하고 유사한 값일 경우 에서 산정된 최대가속도 값을 사용한다(7) .

그림 에서 최대수평가속도(10) 4.2.4 ( k h ( m ax )g 를 결정한다) .

항복가속도(11) ( k y g 은 일반적으로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인 을 이용) PCSTABL

하여 안전율이 일 때의 횡방향 지진가속도계수를 산정할 것을 권장하나 만1 ,

일 선단부를 통과하는 파괴가 예상될 시에는 표 을 사용하여 간편하게4.2.1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에서 최대가속도비에 따른 제체의 수평변위 를 결정한다(12) 4.2.5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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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항복가속도4.2.1
c/ Hγ

β tanφ 0.05 0.10 0.15 0.20
15 0.10.20.30.40.50.60.70.80.9

0.000.100.200.300.400.490.580.660.74

0.080.200.310.410.510.610.700.790.87

0.150.270.390.500.600.700.800.890.98

0.200.330.440.550.660.760.870.971.07
30 0.10.20.30.40.50.60.70.80.9

-0.000.050.140.240.320.400.470.53

0.000.110.220.320.410.500.570.650.71

0.130.250.370.460.550.630.720.790.86

0.200.350.460.560.660.750.830.910.98
45 0.10.20.30.40.50.60.70.80.9

---0.000.060.140.210.270.33

-0.000.110.200.290.360.430.490.54

0.070.180.280.370.460.530.590.660.71

0.220.330.420.510.590.670.740.800.84
60 0.10.20.30.40.50.60.70.80.9

-----0.000.010.070.13

--0.000.050.130.200.260.320.36

0.000.080.180.260.330.390.450.500.54

0.160.260.340.420.490.550.600.650.69
75 0.10.20.30.40.50.60.70.80.9

---------

----0.000.010.070.120.16

-0.000.020.100.170.230.280.320.35

0.040.140.220.290.350.400.440.380.51
점착력 내부마찰각 제체의 높이c : : H :φ

제체의 경사 단위중량: :β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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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체의 높이에 따른 최대가속도비4.2.4

그림 최대가속도비에 따른 영구 변형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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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내진성능 평가 방법은 크게 유사 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으로 구분된다 유사1. .
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석 목적 지질 조건과 적,
용 대상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유사 정적해석법은 지진의 영향,
을 등가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하여 거동 해석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지진의 주파

수 파장이 구조물의 크기보다 배 이상인 경우 동적효과가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8
이러한 경우는 유사 정적해석법이 유용하다 간편 해석에서는 지진하중 산정시.
간편하고 해석시 편의성이 있는 유사 정적해석법을 사용한다.
유사 정적해석법은 지진하중 산정이 간편하고 해석 상의 편의성과 같은 장점은

있으나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유사 정적해석법으로 지진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

중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정적하중.
나 관성력 관성력을 고려키 위해 사용되는 지진계수는 지표면 최대가속도 계. :
수의 를 사용한다50% .

다 동수압.
일반적으로 유사 정적해석 개념을 적용한 사면안정해석에는 한계평형이론의 절편

법을 이용하며 다양한 해석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실시한다 해석시에는 원호활동파괴 뿐만.
아니라 블록활동파괴나 불규칙한 형상의 활동파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파

괴형상을 고려토록 하며 하중조건은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석방법 선정시 마찰원법과 방법과 같은 고전적인. Fellenius
방법들은 가능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방의 변형에 대한 간편해석은 방법을 이용하여 제체의 최대수평2. Makdisi-Seed
변위를 구한다 이 변위의 크기가 허용변위 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허용변위.
를 초과할 경우 내진성능 평가 단계를 실시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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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4.2.6

본 평가 단계에서는 간편해석을 통한 허용 안전율과 거동한계의 만족 여부를 평가1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결과 본 평가 단계의 각 수행 조사 및 해석 항목의 만족 여. , 1

부에 따라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라도 불만족으로 판정될 경우 보다 정밀한 평가 2

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 지반의 액상화 간편 해석 결과 안전율이 보다 작은 경우 내진성능1. , 1.5

평가 단계를 실시한다2 .

제체액상화에 대한 평가 결과 제체 내에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이 미만인2. , 1.5

구역이 존재하면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를 실시하고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2 ,

이 제체 내 모든 구역에서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면 제체의 사면안정성1.5 /

변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예비평가로부터 시작하여 수행한다.

제방의 사면 안정성에 대한 간편 해석 결과 안전율이 이하인 경우 내진3. , 1.2

성능 평가 단계를 실시한다2 .

제방의 변형에 대한 간편 해석 결과 수평 변위 붕괴방지수준의 기준인 제체4. ( ),

높이의 를 초과할 경우 내진성능 평가 단계를 실시한다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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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4.3 2

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 획득4.3.1 2

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계 평가시에 실시하였던 탄2 1

성파를 이용한 비파괴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획득하는 시료로는 보다 정확한 정적 특성 및 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 액상화 상세해석 및 동해석에 필요한 제방 및

기초 지반의 특성을 획득한다 만일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로부터 동적 물성.

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현장 정밀 조사1.

실내 시험2.

기존 자료를 이용한 동적 물성의 추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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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반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4.3.2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참조‘ ’

제체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4.3.3
제체에 대한 시추조사와 함께 크로스홀 다운홀 등 공내 탄성파 탐사를SPT, CPT, ,

실시하여 평가 단계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한다 만일 현장 시험으로 인해 제체2 .

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파괴 탄성

파시험 결과와 기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시추조사1.

2. SPT

3. CPT

크로스홀 시험4.

다운홀 시험5.

이 조사들은 제체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제방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험이다 그러므로 제방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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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실내 시험4.3.4

추가 실내 시험을 통해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은 지반의, ,

동적 특성을 결정하여 지진시의 거동을 판단할 수 있다.

공진주 시험1.

삼축압축 시험2.

진동 삼축압축 시험3.

해설[ ]
시추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하여 공진주 시험과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

하여 전단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여, ,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공진주 시험은1. 10-5 10～ -1 의 매우 작은 변형률 범위 하에서의 지반의 동적 특%
성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 결과로부터 전단 탄성계수.
와 전단변형률 감쇠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 지진하, .
중 작용시 지반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자료는 상세해석에서 활용.
하도록 한다.
삼축압축시험의 경우 응력조건과 배수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반상태2.
의 재현이 가능하므로 신뢰성있는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결과를 이용하.
여 파괴포락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얻을 수 있다, .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3.
용해 최대 및 최소 단위중량 입도분포 곡선 등과 같은 시료의 공학적인 기본 물,
성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상 지반의 조건과 같은 상태를 구현하여 진,
동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밀.
도 초기 유효구속압 등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한다, .
진동 삼축압축 시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시.
료의 준비과정으로 원하는 상대밀도와 입도분포 그리고 체 통과 함유량에No.200
맞춰서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시료를 준비했으면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기본 물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

에 맞게 재성형하는 작업을 거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료의 포화단계이다 시료의 포화방법은 주로 배압 포화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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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압력의 증분은 로 조정하여 시료에 무리가 없도록 배압, 30KPa 50KPa～

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시료의 포화도는 간극수압계수 값을 확(back pressure) . , B
인하여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완전 포화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0.97 .
세 번째 단계로 완전포화된 시료에 등방 압밀과정을 통해 초기 유효구속압을 설

정하여 주며 체적변형률이 일정해지는 시기까지 압밀과정을 수행한다 초기 유효, .
구속압은 현장지반의 지반 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장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

정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포화된 시료에 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단계이다 가해.
진 축응력은 시료에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진력을 재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시료의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 변위 응력 및 응력, , -
변형률관계 곡선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해설그림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발현양상4.3.1

위 해설그림 은 대표적인 진동 삼축압축 시험 수행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진4.3.1 ,
동하중이 가해짐에 따라서 유발되는 과잉 간극수압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중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반복하며 수준 이상의 하중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여3 ,
재하횟수 하중비 관계곡선을 구해야 대상지반의 지진에 대한 전단저항 강도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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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재하 횟수에 따른 액상화 저항 강도비 곡선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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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물성치의 추정4.3.5

기존 자료로부터 제체의 동적 물성을 직접 얻을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자료로부터 동

적 물성치를 추정하여 사용한다.

전단탄성계수1.

GG m ax
= F ' (4.9)

여기서, G는 동적 전단탄성계수

G max는 최대 전단탄성계수

가 최대 전단탄성계수의 결정.

전단파 속도를 아는 경우(1)

G max = ρv 2s (4.10)
여기서, ρ는 밀도, v s는 지구 물리탐사를 통해 얻은 전단파 속도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2)

G max = 625 F(e) (OCR) k p1- na ( σ 0) n (4.11)
여기서, σ0은 평균 유효주응력[ σ 0 = ( σ 1+ σ 2+ σ 3)/3]

p a는 σ0와 G max의 단위와 같이 표현했을 때의 대기압

은 응력에 대한 지수n

표 과압밀비의 지수4.3.1 , k
소성지수(PI) k

0
20
40
60
80
100≥

0.00
0.18
0.30
0.41
0.48
0.50



- 51 -

각각의 특정 흙의 종류에 경험식을 적용하는 경우(3)

G max = 6920 K 2(max) ( σ0) 0.5 (4.12)

표 4.3.2 K 2(max)의 추정치

* 간극비e ( ) K 2 D r(%) K 2(max)

0.4
0.5
0.6
0.7
0.8
0.9

70
60
51
44
39
34

30
40
45
60
75
90

34
40
43
52
59
70

표 4.3.3 G max /S u의 값
(2)

소성 지수

과압밀비, OCR
1 2 5

15 20～ 1100 900 600
20 25～ 700 600 500
35 45～ 450 380 300

현장 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4) : 경험식을 정리한 표 를 이용하여 결정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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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G max와 현장 시험 결과와의 경험적 관계식
(2)

현장

시험
관계식

흙의

종류
제안자 비 고

*1SPT G max = 20,000(N 1)0.33360 (σ'm)0.5 Sand
와Ohta

Goto(1976),
등Seed (1986)

G m ax와 σ 'm은 lb/ft2를
단위로 사용

G max = 325N 0.6860 Sand 와Imai Tonouchi
(1982)

G m ax는 kips/ft2를
단위로 사용

*2CPT G max = 1634(q c) 0.250(σ' v) 0.375
Quart
z
sand

와Rix Stokoe
(1991)

G m ax , q c , σ ' v는 를㎪

단위로 사용

그림 을 이용4.3.1 Silica
sand 등Baldi (1986) G m ax , q c , σ ' v는

를 단위로 사용㎪

G max = 406( q c) 0.695e - 1.130 Clay 과Mayne
Rix(1993)

G m ax , q c , σ ' v는 를㎪

단위로 사용

*3DMT G max /E d = 2.72±0.59 Sand 등Baldi (1986)

G max /E d = 2.2±0.7 Sand 등Bellotti (1986)

G max = 530
( σ ' v /p a) 0.25

γ D/γ w - 12.7 - γ D/γ w K
0.25o (p aσ ' v)

Sand,
silt,
clay

Hryciw(1990) G m ax , p a , σ ' v는 같은

단위를 사용

*4PMT 3.6 ≤ G maxG ur, c ≤ 4.8 sand 등Bellotti (1986)

G u r, c는 반복

로부터 얻은PMT
보정한

unloading-reloading
modulus.

G m ax = 1.68
α p

G ur sand 등Byrne (1986)

G ur은 의PMG
unloading-reloading
secant modulus;

α p는
unloading-reloading
응력조건과 관련된 계수

*1 표준관입시험SPT(Standard Penetration Test) :
*2

콘관입시험CPT(Cone Penetration Test) :
*3 딜라토미터시험DMT(Dilatometer) :
*4

콘관입시험PMT(Pressuremeter Test) :



- 53 -

그림 관입저항력으로부터의4.3.3 CPT G max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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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전단탄성계수 와 전단변형률과의 관계2. (Shear Modulus)

그림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4

그림 모래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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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갈 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6 (gravell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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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비 와 전단변형률과의 관계3. (Damping Ratio)

소성이 낮은 흙의 경우에는 유효 구속압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다음식을 사용한다.

ξ = 0.333 1+exp (- 0.0145 PI 1.3)2 [0.586( GG max ) 2 - 1.547 GG max + 1] (4.13)

그림 세립토의 감쇠비 곡선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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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래에 대한 감쇠비곡선4.3.8

그림 자갈의 감쇠비 곡선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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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정적 물성치로부터 동적 물성치를 추정해야 한다 이 절에서.

언급되는 추정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험을

통해 직접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동적 전단탄성계수. (Shear
및 감쇠비 등 동적물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음과Modulus) (Damping Ratio)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전단탄성계수1.

동적 전단탄성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전단탄성계수를 결정한다 식.
의 매개변수(4.9) F '와 전단변형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로부터 특정 전단변형률에

서의 F '값을 구한 후에 이 값을 최대전단탄성계수에 곱하여 필요한 전단탄성계수를

구한다.
가 최대 전단탄성계수의 결정.

전단파 속도를 아는 경우(1)
최대 전단탄성계수 G max는 3×10-4 이하의 전단변형률이 발생하는 동적%
지구물리탐사 탄성파탐사 등 를 통해 얻은 전단파 속도를 사용하여 식( ) (4.10)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2)
식 의(4.11) F(e)는 간극비에 관한 함수로서 은Hardin(1978)
F(e) = 1/(0.3+ 0.7e2)을 등 은Jamiolkowski (1991) F(e) = 1/e 1.3을 제

안하였다. σ0은 평균 유효주응력[ σ 0 = ( σ 1+ σ 2+ σ 3)/3 을 말하고] p a는
σ0와 G max의 단위와 같이 표현했을 때의 대기압을 말하며 은 응력에 대한n
지수이다 값으로는 를 주로 사용하지만 각 흙에 대하여 구속압을 변화시. n 0.5
켜가며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부터 결정할 수도 있다 은 과압밀. OCR
비이고 k는 과압밀비의 지수로 표 을 이용하여 결정한다4.3.1 .
각각의 특정 흙의 종류에 경험식을 적용하는 경우(3)
식 에서(4.12) σ0의 단위는 N/m2를 사용하고 K 2(max)는 흙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모래의 경우에는 표 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자갈. 4.3.2 .
의 경우에는 모래의 경우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의 범위를 갖80 180～

는다 세립토의 경우에는 소성지수와 과압밀비 및 비배수 전단강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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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을 이용하여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4.3.3 .
현장 시험 결과를 이용할 경우(4)
경험식을 정리한 표 를 이용하여 결정한다4.3.4 .

동적 전단탄성계수 와 전단변형률과의 관계2. (Shear Modulus)
세립토의 경우에는 소성지수에 따라 그림 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립토4.3.4 .

의 경우엔 그림 의 인 곡선을 사용한다 그림 은 모래의 전단탄성계수 곡선4.3.4 0 . 4.3.5
이고 그림 는 자갈의 전단탄성계수 곡선이다4.3.6 .

감쇠비 와 전단변형률과의 관계3. (Damping Ratio)
감쇠비의 경우 소성에 영향을 받는다 세립토의 경우 그림 로부터 관계를 얻을. 4.3.7
수 있다 조립토의 경우엔 그림 의 인 곡선을 사용한다 그림 은 모래의 감쇠. 4.3.7 0 . 4.3.8
비 곡선이고 그림 은 자갈의 감쇠비 곡선이다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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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해석4.3.6

상세 해석은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실시1.

제체의 단계 사면 안정 해석2. 2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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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4.3.7

기초지반 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4.3.7.1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참조‘ ’

기초지반 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4.3.7.2

제체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법은 내진성능 평가 단계의 제체액상화에 대한 간1

편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나 전단저항응력비 산정시 표준관입저항치를 이,

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제방의 시료에 대한 진동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제체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은 다음 순서에 따라 수행한.

다.

절에 준하여 진동저항응력비1. 4.2.4.2 ( τdσv' )를 산정한다.

전단저항응력비2. (
τ l
σ v ' 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진동전단응력비. (
τ d
σ v ' 를 수준 이상 변화시켜 진동삼축압축시험을 수) 3

행하여 액상화 전단저항응력비 특성곡선 전단저항응력비 진동재하회( vs.

수 을 작성한다 이 때 특성곡선에 이용되는 진동삼축압축시험 결과는 현) . ,

장지반조건 및 지진특성 등을 고려한 보정작업(Cr 진동전단응력비 이 수× )

행되어야 하며 보정계수, Cr은 다음 표 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3.5 .

보정계수 Cr 0.57 0.9～

정지토압계수 K0 0.4 1.0～

표 보정계수4.3.5 Cr

나 특성곡선으로부터 진동재하회수 회 지진규모 에 해당 에 대응되는. 10 ( 6.5 )

전단저항응력비를 산정하고 특성곡선으로부터 산정된 값에 보정계수, Kα

를 적용하여 보정된 전단저항응력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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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준하여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한다3. 4.2.4.2 .

산정된 안전율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액상화 발생 구역이 존재하4. ,

게 되면 액상화 후 평가를 수행하고 액상화 발생구역이 없으면 제체의 사면

안정성 변위 평가를 수행한다/ .

액상화에 대해 안전FS 1.0 :≥

액상화에 대해 불안전FS<1.0 :

액상화 후 평가4.3.7.3

액상화 상세해석 결과 제체 내에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이 미만인 구역이, 1.0

존재하게 되면 액상화 구역을 산정하고 액상화 후 사면안정해석과 변위해석을 실시

하여 액상화 대책을 계획한다.

액상화 구역의 전단강도 산정1.

액상화 구역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된 비배수전단강도를 적용한다.

Sus = 0.0055 (N 10
σ v ' +ΔN) 유효상재압( σ v '의 단위는tonf/m

2
) (4.14)

NΔ 2.5 4 5 6 6.5 7 7 7
세립질 함유량(%) 10 15 20 25 30 35 50 75

표 세립질 함유량에 따른 보정값4.3.6 N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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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 후 사면안정해석2.

액상화 후 사면안정성은 다음 표 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 한계평형해석을4.3.7

수행하여 평가한다.

전단강도 간극수압비, ru
액상화 구역 비배수전단강도 Sus 1
비액상화 구역 원 전단강도 그림 이용4.3.8

표 액상화 후 해석 조건4.3.7

비액상화 구역의 지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간극수압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해진

간극수압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가 액상화 전단저항응력비 특성곡선을 이용하여 간극수압을 산정하고자 하는.

비액상화구역의 전단응력비에 해당하는 진동재하회수 N1을 산정한다.

나 아래 그림 을 이용하여 간극수압비를 산정한다 그림에서 은 지진. 4.3.8 . N

규모 에 해당하는 진동재하회수 을 적용한다6.5 10 .

그림 지진동에 의한 간극수압비 산정도표4.3.10

액상화 후 변위해석3.

액상화 후 변위해석은 표 을 적용하여 수행한다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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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체의 사면 안정 상세 해석4.3.8

제체의 사면 안정 상세 해석은 단계 사면 안정해석 때와 같이 정적하중 동수압1 , ,

관성력 등을 고려한 유사 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물. ,

성치는 현장 정밀 조사 및 정밀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한다 만일 이로부.

터 결정할 수 없거나 얻지 못한 물성치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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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

현장정밀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동해석을 실시하여 지진

중 또는 지진 후의 제방의 거동을 평가한다.

단계 상세 해석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동해석 기법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요2

령에서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요령을 적용. ,

하는 시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신기법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지반공학자들이 참여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치해석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수치해석을 이용한 단계 상세해석2

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는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향후 요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각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들이 달라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필요로하는 물성치들은

다음과 같다.

지반 및 제체에 대한 역학적물성치 전단강도정수 탄성계수 체적탄성계수 전단1. : , , ,

탄성계수 감쇠비 포아송비, ,

기본 물성 밀도 투수계수 입도분포2. : , ,

입력지진 가속도 시간 이력곡선3. : -

전형적인 단계 상세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 .

해석시 적용할 가속도 시간이력을 결정한다 가속도 시간이력은 인공가속도 시간1. .

이력과 장주기 및 단주기의 실제 지진기록을 이용하며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지진기록을 이용하도록 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의 간극수압 및 정적 응력상태를 결정한다2. .

적용한 가속도 시간이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체와 기초지반에서의 동적응력을3.

계산한다.

제체가 정적응력과 동적응력의 복합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간극수압과 변형률을4.

구한다 이 때는 가능한한 제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가지고 직접 실내 시험.

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지반의 변형 및 강도특성들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수압으로부터 유동파5.

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대변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체의 유동파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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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을 계산한다.

단계 해석을 실시할 때는 필요에 따라 차원 응답해석을 차원으로 확장하여 사용2 1 2

할 수 있다 단계 상세해석에서는 단계 해석에서 초기 액상화 자료와 표준관입시험. 2 1

으로 얻은 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대신에 실내에서 구한 동적강도N (cyclic strength),

동적변형 동적간극수압 등의 특성을 이용(cyclic deformation), (cyclic pore pressure)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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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4.3.11

액상화 상세 해석과 동해석을 통하여 제방의 지진 중 및 지진 후의 거동을 파악하

고 기초 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과 동해석시 거동 한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제방의 내진 성능을 평가한다.

기초 지반이나 제체의 액상화 상세 해석을 통해 얻은 안전율이 보다 작은1. 1.0

구역을 액상화 발생구역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액상화 후 해석을 실시하여,

액상화대책을 수립한다.

제체에 대한 단계 사면 안정 해석 안전율이 보다 커야만 한다2. 2 1.2 .

제체에 대한 상세 해석의 결과는 다음의 거동 한계를 만족해야 한다3. .

가 재료의 항복과 영구 변형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제방의 강도에는 큰 영향을 가.

져오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경사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다 제방마루에서 침하가 제체 높이의 이하여야 한다. 1% .

라 지진으로 인한 수면파에 의해서 제체의 구조적 성능이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

마 기초는 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 지진시나 지진경과 후 기초를 통해 제어 불가능한 누수가 발생하여 제방의 기.

능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사 제체에는 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진시 또는 지진 경과 후 저수 능력.

이 유지될 수 있는 한계내에 있어야 하며 지진후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아 제체에 발생한 변형은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해설[ ]
단계 상세해석을 실시하면 제방의 거동 분석을 통하여 제체 및 기초 지반의 변형2

과 응력분포 및 침투에 관한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인 제방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수 및 보강 대책을 수,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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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5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5.1

보고서의 서술형식 및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반보고서의 서술형식을,

따를 수 있다.

문장5.1.1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문장 전후의 연결이 명확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5.1.2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

다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

표지1.

속표지2.

대상 제방의 전경사진3.

제출문4.

참여기술진5.

요약6.

목차7.

표목차8.

그림목차9.

본문10.

참고문헌11.

부록12.

서지자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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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고서 작성5.2

보고서의 본문은 평가 흐름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범위1. : , ,

현황조사보고서 지진하중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2. : , ,

예비평가보고서 개요 육안조사 및 기존자료조사에 의한 평가 액상화 및 제체3. : , ,

안정성에 대한 예비평가 결론,

평가 단계 보고서 개요 현장 및 실내시험 액상화와 제체 안정성 및 변형에4. 1 : , ,

대한 간편해석 평가 및 결론,

평가 단계 보고서 개요 현장 및 실내정밀시험 액상화와 제체 안정성 및 변5. 2 : , ,

형에 대한 상세해석 평가 및 결론,

결론6.

내진성능 평가표 평가 대상 제방의 기초자료와 내진성능 평가의 단계별 평가7. :

결과를 요약한 평가표 작성 부록 참조(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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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보고서5.3

예비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개요1.

육안조사 및 기존자료조사에 의한 평가2.

액상화에 대한 예비평가3.

제체 안정성에 대한 예비평가4.

결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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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평가 보고서5.4

상세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개요1.

단계 평가 보고서2. 1

가 개요.

나 비파괴 현장조사 간편실내시험,

다 기초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간편해석.

라 제체의 액상화에 대한 간편해석.

마 제체 안정성 및 변형에 대한 간편해석.

바 결론.

단계 평가 보고서3. 2

가 개요.

나 동적물성치 산정 현장정밀조사 실내시험 및 기존자료조사 결과. : ,

다 기초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

라 제체의 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

마 제체 안정성 및 변형에 대한 상세평가 동해석 결과. :

바 결론

평가결과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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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내진성능 평가 예제

내진성능 평가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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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평가 예제내진성능 평가 예제내진성능 평가 예제내진성능 평가 예제내진성능 평가 예제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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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료1.

지진하중1.1

본 예제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일원에 위치한 곡릉천 제방에 대하여 내진성

능을 평가하였다 본문의 표 과 표 로부터. 2.2.1 2.2.5 내진 등급1 이고 지진구역 I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산정된 내진등급 및 지진구역을 표 와 표 및 표 에 적용시켜. 2.2.2 2.2.4 2.2.3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 과 같다A.1 .

지진구역 I 구역계수 표( 2.2.3)
구역계수 위험도계수×

= 0.11
0.11

내진 등급1 재현주기 표( 2.2.2) 위험도계수 표( 2.2.4)
년500 1.00

표 평가대상 제방의 지반가속도계수A.1

제체에 관한 자료1.2

그림 은 평가 대상 제방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방의 기초지A.1 .
반은 보통암으로 분류되는 기반암이며 만수위는 기초지반으로부터 이다 제체, 22m .
내 물의 흐름은 침윤선해석을 통하여 산정해야 하나 본 예제에서는 그림의 점선과 같,
은 침윤선을 가정하였다.
시추조사 성과에 의하면 조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초지반은 생성기원 및 층서에

따라 제방 매립토층 하성 퇴적토층 잔류토층 등(Fill Layer), (Deposit), (Residual soil)
으로 구성되는 비교적 단순한 성층구조를 보인다 제체구성재료의 물성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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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매립토층

하부
매립토층

하성
퇴적토층

2.0m

1.3
1.0

1.5
1.0

1.5m

1.15m

1.65m

3.5m

제내지

제외지

그림 평가대상 제방의 단면A.1

각 지층의 구성성분 및 지층상태1.
지층 구분 통일 분류 층 후(m) 치N

상부 매립토층 GM/SM 4.0 4.3～ 6 30～

하부 매립토층 GM/SM 3.0 3.5～ 16 50+～

하성 퇴적토층 SM 이상0.7 36

지반 물성치2.

지반
점착력

(KPa)
내부

마찰각

(°)

습윤

단위중량

(KN/m3)

포화

단위중량

(KN/m3)

건조

단위중량

(KN/m3)
상대

밀도

상대

다짐도

(%)
투수계수

(m/sec)
탄성계수

(kPa)
상부

매립토층
0.02 36 17.36 19.71 15.89 0.495 81.55 3.53×10-5 6,600

하부

매립토층
0.02 44.5 18.93 20.69 17.36 - - 3.64×10

-5 14,600
하성

퇴적토층
0.01 42.9 18.24 19.91 18.24 - - 4.59×10

-6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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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깊이에 따른 표준관입시험 치의 변화A.2 N

지반의 탄성계수값 추정시 일반적인 물성값을 사용하기보다는 각 지층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치를 이용하여 지반의 탄성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대표적인 지반에 대N .
하여 일반적인 값들이 제안되어있지만 본 과업에서는 지층에 따라 현장시험 표준관입

시험치 치 를 이용하여 지반의 탄성계수값을 추정하였다 지반의 상대밀도는 대체로(N ) .
중간정도의 조밀함을 보이며 치를 이용한 지반의 탄성계수값의 추정은 여러 가지, N
제안된 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들을 적용하였다.
가 의 제안식. Bowles
Gravelly sand (kPa) : Es = 600(N + 6) N < 15

= 600(N + 6) + 2000 N 15≥

나 의 제안식. Schmertmann
sand (kPa) : Es = 766N

다 일반적인 값.
silty sand : Es = 10350 17250 kPa～

각 지층마다 적용된 치는 그림 의 지층깊이에 따른 치의 변화를 이용하였으N A.2 N
며 그 값들을 반영한 결과 가 의 제안식이 다일반적인 값의 범위와 대체로 서, .Bow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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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치하여 본 예제에서는 의 제안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해석Bowles ,
에 사용된 탄성계수는 다음에 나타내었다.

지반 치N 탄성계수

(kPa)
상부 매립토층 5 6,600
하부 매립토층 15 14,600
하성 퇴적토층 20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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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2.

예비평가는 현장답사 본문 절 와 제체안정도 평가 본문 절 로 이루어지며( 3.3.1 ) ( 3.3.2 ) ,
평가결과 가지 항목이 모두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만 평가를2
종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세평가단계로 진행한다 본 예제에서는 현장답사항목은.
생략하고 본문 절의 제체안정도 평가만을 수행할 것이다3.3.2 .
제체안정도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분류법 상의 흙분류에 따라 제체구성재료를

그룹 혹은 그룹 로 구분하여야 한다 본문 본 예제의 제방 구성재료는 통일1 2 ( p. 27).
분류법상 으로 분류되므로GM/SM 그룹 에 해당1 된다 따라서 액상화 발생가능 지반이.
므로 제체액상화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한다 제체액상화에 대한 예비평가는 제체 구성.
재료의 상대밀도와 제체 마루에서의 가속도수준을 입력자료로 이용한다 제체 구성재.
료의 상대밀도는 중간정도의 조밀함을 나타내는 로 정하고 제체 마루에서의 가속60% ,
도수준은 본문 식 에서 보듯이 기초지반 가속도의 배 즉(3.3) 2.5 , 0.11g×2.5=0.275g
이다 표 에서 보듯이 상대밀도 보통으로 분류되며 이를 가속도수준. 3.3.2 60% ‘ ’

와 함께 표 에 적용하면0.275g 3.3.3 구역 에 해당I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평가.
결과 액상화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를 수행1
할 필요가 있다.

상세평가3.

예비평가 결과 제체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상세평가 역

시 제체액상화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상세평가는 평가 단계와 단계로 구성. 1 2
되며 평가 단계 결과 액상화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명되면 제체 사면안1
정성 변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체액상화에 대한 평가 단계/ , 2
를 실시한다.
제체액상화 평가를 위해서는 제체 내 여러 점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해

야 한다 그림 는 본 예제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제체 내. A.2
개 지점의 위치와 번호를 도시한 것이다70 .



- 82 -

1 2 3
5 6 74 8
11 12 13
19 20 2116 22

9 10 14 15
17 18 23 24

29 30 3125 3227 28 33 3426 35
44 45 4640 4742 43 48 4941 50

36 37 38 39
51 52 53 54 55

61 62 6357 6459 60 65 6658 67 68 69 70 71 7256
79 80 8175 8277 78 83 8476 85 86 87 88 89 907473
98 99 10094 10196 97 102 10395 104 105 106 107 108 109939291
119 120 121115 122117 118 123 124116 125 126 127 128 129 130114113112111110
140 141 142136 143138 139 144 145137 146 147 148 149 150 151135134133132131
161 162 163157 164159 160 165 166158 167 168 169 170 171 172156155154153152

173 174

그림 평가대상 제방의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A.3

평가 단계3.1 1
그림 에서 침윤선 아래에 위치한 개 지점에 대한 액상화 안전율을 본문A.3 142
절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개 지점의 지진동에4.2.4 . 142

의한 진동전단응력비와 전단저항응력비를 산정해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진동전단응력비의 산정1.
표 는 진동전단응력비의 산정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진동전단응력비는 본문A.2 .
식 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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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amax/g σv (kPa) 'σ v (kPa) σv/ 'σ v 진동전단응력비

5 0.257 14.8 7.4 1.99 0.332
6 0.257 14.1 6.7 2.10 0.351
10 0.236 47.0 32.3 1.46 0.223
11 0.236 29.6 14.9 1.99 0.305
12 0.236 28.8 14.1 2.04 0.313
13 0.236 25.8 11.0 2.33 0.358
14 0.236 24.6 17.2 1.43 0.219
17 0.218 43.9 22.3 1.97 0.279
18 0.218 61.5 39.9 1.54 0.218
19 0.218 44.1 22.5 1.96 0.278
20 0.218 43.3 21.7 1.99 0.282
21 0.218 40.2 18.7 2.16 0.306
22 0.218 39.1 24.9 1.57 0.223
23 0.218 12.8 6.0 2.15 0.305
26 0.199 36.1 7.6 4.73 0.612
27 0.199 58.4 30.0 1.95 0.252
28 0.199 76.0 47.5 1.60 0.207
29 0.199 58.6 30.1 1.94 0.252
30 0.199 57.8 29.4 1.97 0.255
31 0.199 53.6 25.1 2.13 0.276
32 0.199 54.7 33.6 1.63 0.210
33 0.199 27.3 13.6 2.01 0.260
34 0.199 13.8 7.0 1.99 0.257
41 0.190 42.0 6.6 6.32 0.780
42 0.190 50.6 15.2 3.32 0.410
43 0.190 72.9 37.6 1.94 0.240
44 0.190 90.5 55.1 1.64 0.203
45 0.190 73.0 37.7 1.94 0.239
46 0.190 72.3 37.0 1.95 0.241
47 0.190 68.1 32.8 2.08 0.257
48 0.190 69.2 41.3 1.68 0.207
49 0.190 41.8 21.2 1.97 0.244
50 0.190 28.3 14.6 1.94 0.240
51 0.190 14.5 7.6 1.90 0.235
52 0.190 14.5 7.6 1.90 0.235
53 0.190 14.5 7.6 1.90 0.235
56 0.184 14.5 7.6 1.90 0.235
57 0.184 49.8 7.6 6.53 0.781
58 0.184 56.4 14.3 3.96 0.473
59 0.184 65.1 22.9 2.84 0.340
60 0.184 87.4 45.2 1.93 0.231
61 0.184 104.9 62.8 1.67 0.200
62 0.184 87.5 45.4 1.93 0.231
63 0.184 86.8 44.6 1.95 0.233
64 0.184 82.6 40.4 2.04 0.245
65 0.184 83.7 48.9 1.71 0.205
66 0.184 56.3 28.8 1.95 0.234
67 0.184 42.8 22.2 1.93 0.231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진동전단응력비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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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amax/g σv (kPa) 'σ v (kPa) σv/ 'σ v 진동전단응력비

68 0.184 29.0 15.2 1.90 0.227
69 0.184 29.0 15.2 1.90 0.227
70 0.184 29.0 15.2 1.90 0.227
71 0.178 29.0 15.2 1.90 0.227
74 0.178 56.1 7.1 7.93 0.918
75 0.178 63.7 14.7 4.34 0.502
76 0.178 70.4 21.3 3.30 0.382
77 0.178 79.0 29.9 2.64 0.305
78 0.178 101.3 52.3 1.94 0.224
79 0.178 118.9 69.8 1.70 0.197
80 0.178 101.5 52.4 1.94 0.224
81 0.178 100.7 51.7 1.95 0.225
82 0.178 96.5 47.5 2.03 0.235
83 0.178 97.6 56.0 1.75 0.202
84 0.178 70.2 35.9 1.96 0.226
85 0.178 56.7 29.3 1.94 0.224
86 0.178 42.9 22.3 1.92 0.223
87 0.178 42.9 22.3 1.92 0.223
88 0.178 42.9 22.3 1.92 0.223
91 0.172 42.9 22.3 1.92 0.223
92 0.172 63.0 7.1 8.91 0.996
93 0.172 70.1 14.1 4.95 0.554
94 0.172 77.7 21.8 3.57 0.399
95 0.172 84.3 28.4 2.97 0.332
96 0.172 92.9 37.0 2.51 0.281
97 0.172 115.3 59.4 1.94 0.217
98 0.172 132.8 76.9 1.73 0.193
99 0.172 115.4 59.5 1.94 0.217
100 0.172 114.7 58.8 1.95 0.218
101 0.172 110.4 54.5 2.03 0.226
102 0.172 111.6 63.0 1.77 0.198
103 0.172 84.2 43.0 1.96 0.219
104 0.172 70.7 36.3 1.94 0.217
105 0.172 56.9 29.4 1.93 0.216
106 0.172 56.9 29.4 1.93 0.216
107 0.172 56.9 29.4 1.93 0.216
108 0.166 56.9 29.4 1.93 0.209
111 0.166 69.9 7.1 9.88 1.066
112 0.166 69.9 7.1 9.88 1.066
113 0.166 76.9 14.1 5.44 0.587
114 0.166 84.0 21.2 3.96 0.427
115 0.166 91.6 28.8 3.18 0.343
116 0.166 98.3 35.5 2.77 0.299
117 0.166 106.9 44.1 2.42 0.262
118 0.166 129.2 66.4 1.95 0.210
119 0.166 146.8 84.0 1.75 0.189
120 0.166 129.4 66.6 1.94 0.210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진동전단응력비 계속A.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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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amax/g σv (kPa) 'σ v (kPa) σv/ 'σ v 진동전단응력비

121 0.166 128.6 65.8 1.95 0.211
122 0.166 124.4 61.6 2.02 0.218
123 0.166 125.5 70.1 1.79 0.193
124 0.166 98.1 50.0 1.96 0.212
125 0.166 84.6 43.4 1.95 0.210
126 0.166 70.8 36.5 1.94 0.210
127 0.166 70.8 36.5 1.94 0.210
128 0.166 70.8 36.5 1.94 0.210
129 0.160 70.8 36.5 1.94 0.210
132 0.160 83.8 14.1 5.92 0.616
133 0.160 83.8 14.1 5.92 0.616
134 0.160 90.9 21.2 4.28 0.445
135 0.160 97.9 28.3 3.46 0.360
136 0.160 105.6 35.9 2.94 0.306
137 0.160 112.2 42.6 2.64 0.274
138 0.160 120.8 51.2 2.36 0.246
139 0.160 143.1 73.5 1.95 0.203
140 0.160 160.7 91.1 1.76 0.184
141 0.160 143.3 73.6 1.95 0.202
142 0.160 142.6 72.9 1.96 0.203
143 0.160 138.3 68.7 2.01 0.209
144 0.160 139.5 77.2 1.81 0.188
145 0.160 112.0 57.1 1.96 0.204
146 0.160 98.6 50.5 1.95 0.203
147 0.160 84.7 43.5 1.95 0.202
148 0.160 84.7 43.5 1.95 0.202
149 0.160 84.7 43.5 1.95 0.202
152 0.154 84.7 43.5 1.95 0.202
153 0.154 97.7 21.2 4.61 0.461
154 0.154 97.7 21.2 4.61 0.461
155 0.154 104.8 28.3 3.70 0.371
156 0.154 111.9 35.4 3.16 0.317
157 0.154 119.5 43.0 2.78 0.278
158 0.154 126.1 49.6 2.54 0.254
159 0.154 134.8 58.2 2.31 0.232
160 0.154 157.1 80.6 1.95 0.195
161 0.154 174.6 98.1 1.78 0.178
162 0.154 157.2 80.7 1.95 0.195
163 0.154 156.5 80.0 1.96 0.196
164 0.154 152.3 75.7 2.01 0.201
165 0.154 153.4 84.2 1.82 0.182
166 0.154 126.0 64.2 1.96 0.196
167 0.154 112.5 57.6 1.95 0.196
168 0.154 98.7 50.6 1.95 0.195
169 0.154 98.7 50.6 1.95 0.195
170 0.154 98.7 50.6 1.95 0.195
171 0.154 98.7 50.6 1.95 0.195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진동전단응력비 계속A.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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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두 번째 열의 amax는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구하거나 혹은 본문의

식 이나 그림 을 이용하여 산정하면 된다 본 예제에서는 식 을(3.3) 3.3.1 . (3.3)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전단저항응력비의 산정2.
표 은 전단저항응력비의 산정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번째 열의 전A.3 . 5 ‘
단저항응력비는 지표면이 수평한 경우 즉 초기 전단응력이 인 주응력상태 를( , 0 )
가정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제방과 같이 지표면이 경사진 경우에 대해서는 초기

전단응력을 고려하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 열의 전단저항응력비는. ‘ ’ 5
번째 열의 전단저항응력비에 보정계수‘ Kα를 곱하여 산정된 보정값이다.
우선 평가대상 지점의 표준관입저항치와 연직유효응력을 본문 식 에 적용하(4.2)
여 환산 관입저항치 N1을 산정한 후 이를 본문 그림 에 적용하여 전단저4.2.1 ‘
항응력비*를 산정하였다 또한 보정계수’ . Kα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진동 발생

전 초기전단응력값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정적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산정하였,
다 본 예제에서는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실. FLAC
시하였고 해석결과 산정된 제체 내 액상화 평가 지점에서의 초기전단응력은,
표 의 번째열에 수록하였다 산정된 초기전단응력으로부터 초기전단응력과A.3 6 .
초기연직유효응력의 비 를 산정하고 이를 제체구성재료의 상대밀도 와 함60%α

께 본문 그림 에 적용하여 보정계수4.2.2 Kα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Kα를 본문

식 에 적용하여 전단저항응력비를 계산하였다(4.3) .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 산정 및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 결과3. 1
표 와 표 의 진동전단응력비와 전단저항응력비를 본문 식 에 적용하A.2 A.3 (4.4)
여 산정된 제체 내 액상화평가 지점에서의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표 에 정A.4
리하였다 표 에서 보듯이 액상화에 대한. A.4 안전율이 이하인 지점 총 개 지1.5 ( 8
점 이 존재) 하므로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를 수행2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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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N 'σ v (kPa) N1 전단저항응력비* τh (kPa) α Kα 전단저항응력비

5 5 7.4 18.2 0.31 2.8 0.38 1.80 0.558
6 5 6.7 19.1 0.32 2.6 0.39 1.85 0.592
10 5 32.3 8.7 0.16 12.5 0.39 1.95 0.312
11 5 14.9 12.8 0.21 12.7 0.75 2.00 0.420
12 5 14.1 13.2 0.22 12.8 0.80 2.00 0.440
13 5 11.0 14.9 0.25 13.5 1.04 2.00 0.500
14 5 17.2 11.9 0.20 11.2 0.65 2.00 0.400
17 15 22.3 31.4 0.70 6.5 0.29 1.52 1.064
18 15 39.9 23.5 0.46 10.5 0.26 1.49 0.685
19 15 22.5 31.3 0.70 5.5 0.24 1.45 1.015
20 15 21.7 31.9 0.70 5.8 0.27 1.51 1.057
21 15 18.7 34.4 0.70 6.8 0.36 1.75 1.225
22 15 24.9 29.8 0.55 6.9 0.28 1.51 0.831
23 15 6.0 60.9 0.70 7.0 1.18 2.00 1.400
26 15 7.6 53.8 0.70 2.3 0.30 1.65 1.155
27 15 30.0 27.1 0.39 5.3 0.18 1.35 0.527
28 15 47.5 21.5 0.27 17.0 0.36 1.75 0.473
29 15 30.1 27.1 0.39 4.6 0.15 1.25 0.488
30 15 29.4 27.4 0.39 5.6 0.19 1.30 0.507
31 15 25.1 29.6 0.58 21.4 0.85 2.00 1.160
32 15 33.6 25.6 0.34 25.3 0.75 2.00 0.680
33 15 13.6 40.3 0.70 18.6 1.37 2.00 1.400
34 15 7.0 56.3 0.70 10.7 1.54 2.00 1.400
41 15 6.6 57.6 0.70 1.7 0.26 1.49 1.043
42 15 15.2 38.0 0.70 14.8 0.97 2.00 1.400
43 15 37.6 24.2 0.31 7.5 0.20 1.35 0.419
44 15 55.1 20.0 0.25 25.0 0.45 2.00 0.500
45 15 37.7 24.2 0.31 7.0 0.19 1.35 0.419
46 15 37.0 24.4 0.30 11.3 0.31 1.65 0.495
47 15 32.8 26.0 0.35 29.3 0.89 2.00 0.700
48 15 41.3 23.1 0.30 29.4 0.71 2.00 0.600
49 15 21.2 32.3 0.70 22.9 1.08 2.00 1.400
50 15 14.6 38.9 0.70 21.8 1.50 2.00 1.400
51 15 7.6 53.8 0.70 3.1 0.41 2.00 1.400
52 15 7.6 53.8 0.70 8.6 1.13 2.00 1.400
53 15 7.6 53.8 0.70 10.9 1.43 2.00 1.400
56 15 7.6 53.8 0.70 12.4 1.63 2.00 1.400
57 15 7.6 53.8 0.70 3.5 0.46 2.00 1.400
58 15 14.3 39.3 0.70 4.4 0.31 1.65 1.155
59 15 22.9 31.1 0.70 6.5 0.28 1.51 1.057
60 15 45.2 22.1 0.26 9.2 0.20 1.30 0.338
61 15 62.8 18.7 0.21 11.5 0.18 1.25 0.263
62 15 45.4 22.1 0.28 12.6 0.28 1.52 0.426
63 15 44.6 22.2 0.28 17.2 0.39 1.95 0.546
64 15 40.4 23.4 0.30 34.6 0.86 2.00 0.600
65 15 48.9 21.2 0.27 28.2 0.58 2.00 0.540
66 15 28.8 27.7 0.39 43.8 1.52 2.00 0.780
67 15 22.2 31.5 0.70 32.6 1.47 2.00 1.400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전단저항응력비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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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N 'σ v (kPa) N1 전단저항응력비* τh (kPa) α Kα 전단저항응력비

68 15 15.2 38.0 0.70 15.3 1.00 2.00 1.400
69 15 15.2 38.0 0.70 11.2 0.73 2.00 1.400
70 15 15.2 38.0 0.70 18.5 1.21 2.00 1.400
71 15 15.2 38.0 0.70 16.6 1.09 2.00 1.400
74 20 7.1 74.5 0.70 2.7 0.38 1.85 1.295
75 20 14.7 51.7 0.70 3.7 0.25 1.48 1.036
76 20 21.3 42.9 0.70 4.8 0.22 1.32 0.924
77 20 29.9 36.2 0.70 5.7 0.19 1.25 0.875
78 20 52.3 27.4 0.39 6.5 0.12 1.14 0.445
79 20 69.8 23.7 0.90 7.4 0.11 1.13 0.339
80 20 52.4 27.4 0.39 16.0 0.31 1.65 0.644
81 20 51.7 27.5 0.39 21.6 0.42 2.00 0.780
82 20 47.5 28.8 0.43 37.7 0.79 2.00 0.860
83 20 56.0 26.5 0.36 31.5 0.56 2.00 0.720
84 20 35.9 33.1 0.70 43.4 1.21 2.00 1.400
85 20 29.3 36.6 0.70 45.7 1.56 2.00 1.400
86 20 22.3 41.9 0.70 40.6 1.82 2.00 1.400
87 20 22.3 41.9 0.70 27.9 1.25 2.00 1.400
88 20 22.3 41.9 0.70 34.4 1.54 2.00 1.400
91 20 22.3 41.9 0.70 32.8 1.47 2.00 1.400
92 20 7.1 74.5 0.70 3.8 0.54 2.00 1.400
93 20 14.1 52.7 0.70 4.3 0.30 1.62 1.134
94 20 21.8 42.4 0.70 5.3 0.24 1.41 0.987
95 20 28.4 37.2 0.70 6.1 0.21 1.32 0.924
96 20 37.0 32.6 0.70 7.2 0.19 1.24 0.868
97 20 59.4 25.7 0.32 8.4 0.14 1.18 0.378
98 20 76.9 22.6 0.28 10.0 0.13 1.16 0.325
99 20 59.5 25.7 0.33 13.0 0.22 1.48 0.488
100 20 58.8 25.8 0.33 23.0 0.39 1.95 0.644
101 20 54.5 26.8 0.36 36.8 0.67 2.00 0.720
102 20 63.0 24.9 0.32 29.9 0.47 2.00 0.640
103 20 43.0 30.2 0.70 35.6 0.83 2.00 1.400
104 20 36.3 32.9 0.70 49.8 1.37 2.00 1.400
105 20 29.4 36.5 0.70 51.9 1.77 2.00 1.400
106 20 29.4 36.5 0.70 7.9 0.27 1.52 1.064
107 20 29.4 36.5 0.70 50.6 1.72 2.00 1.400
108 20 29.4 36.5 0.70 45.9 1.56 2.00 1.400
111 20 7.1 74.5 0.70 4.5 0.64 2.00 1.400
112 20 7.1 74.5 0.70 4.8 0.68 2.00 1.400
113 20 14.1 52.7 0.70 5.1 0.36 1.73 1.211
114 20 21.2 43.0 0.70 5.8 0.27 1.52 1.064
115 20 28.8 36.9 0.70 6.2 0.21 1.39 0.973
116 20 35.5 33.2 0.70 6.9 0.19 1.28 0.896
117 20 44.1 29.8 0.58 9.3 0.21 1.25 0.725
118 20 66.4 24.3 0.31 12.1 0.18 1.20 0.372
119 20 84.0 21.6 0.27 13.5 0.16 1.18 0.319
120 20 66.6 24.3 0.31 15.2 0.23 1.41 0.437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전단저항응력비 계속A.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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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N 'σ v (kPa) N1 전단저항응력비* τh (kPa) α Kα 전단저항응력비

121 20 65.8 24.4 0.31 24.2 0.37 1.80 0.558
122 20 61.6 25.2 0.32 35.3 0.57 2.00 0.640
123 20 70.1 23.7 0.30 27.5 0.39 1.95 0.585
124 20 50.0 28.0 0.40 26.4 0.53 2.00 0.800
125 20 43.4 30.1 0.70 25.4 0.58 2.00 1.400
126 20 36.5 32.8 0.70 10.3 0.28 1.51 1.057
127 20 36.5 32.8 0.70 23.7 0.65 2.00 1.400
128 20 36.5 32.8 0.70 54.7 1.50 2.00 1.400
129 20 36.5 32.8 0.70 43.4 1.19 2.00 1.400
132 20 14.1 52.7 0.70 5.7 0.40 2.00 1.400
133 20 14.1 52.7 0.70 5.4 0.38 1.80 1.260
134 20 21.2 43.0 0.70 5.9 0.28 1.56 1.092
135 20 28.3 37.2 0.70 6.0 0.21 1.32 0.924
136 20 35.9 33.0 0.70 7.0 0.19 1.25 0.875
137 20 42.6 30.4 0.70 9.3 0.22 1.31 0.917
138 20 51.2 27.7 0.39 8.5 0.17 1.25 0.488
139 20 73.5 23.1 0.30 9.0 0.12 1.19 0.357
140 20 91.1 20.8 0.27 10.3 0.11 1.17 0.316
141 20 73.6 23.1 0.30 15.5 0.21 1.28 0.384
142 20 72.9 23.2 0.30 29.6 0.41 2.00 0.600
143 20 68.7 23.9 0.31 31.6 0.46 2.00 0.620
144 20 77.2 22.5 0.28 21.5 0.28 1.51 0.423
145 20 57.1 26.2 0.35 15.2 0.27 1.50 0.525
146 20 50.5 27.9 0.40 7.0 0.14 1.20 0.480
147 20 43.5 30.0 0.70 32.0 0.74 2.00 1.400
148 20 43.5 30.0 0.70 46.6 1.07 2.00 1.400
149 20 43.5 30.0 0.70 55.8 1.28 2.00 1.400
152 20 43.5 30.0 0.70 45.1 1.04 2.00 1.400
153 20 21.2 43.0 0.70 6.8 0.32 1.65 1.155
154 20 21.2 43.0 0.70 6.5 0.31 1.60 1.120
155 20 28.3 37.2 0.70 7.1 0.25 1.48 1.036
156 20 35.4 33.3 0.70 8.5 0.24 1.42 0.994
157 20 43.0 30.2 0.70 8.1 0.19 1.35 0.945
158 20 49.6 28.1 0.40 7.3 0.15 1.20 0.480
159 20 58.2 26.0 0.35 9.1 0.16 1.28 0.448
160 20 80.6 22.1 0.28 9.3 0.12 1.19 0.333
161 20 98.1 20.0 0.25 10.5 0.11 1.18 0.295
162 20 80.7 22.0 0.28 27.9 0.35 1.78 0.498
163 20 80.0 22.1 0.28 29.8 0.37 1.80 0.504
164 20 75.7 22.8 0.30 36.2 0.48 2.00 0.600
165 20 84.2 21.6 0.28 32.3 0.38 1.80 0.560
166 20 64.2 24.7 0.32 20.4 0.32 1.65 0.640
167 20 57.6 26.1 0.35 25.3 0.44 2.00 0.700
168 20 50.6 27.8 0.40 31.4 0.62 2.00 0.800
169 20 50.6 27.8 0.40 72.8 1.44 2.00 0.800
170 20 50.6 27.8 0.40 79.2 1.56 2.00 0.800
171 20 50.6 27.8 0.40 63.7 1.26 2.00 0.800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전단저항응력비 계속A.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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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진동전단응력비 전단저항응력비 안전율

5 0.332 0.558 1.68
6 0.351 0.592 1.69
10 0.223 0.312 1.40
11 0.305 0.420 1.56
12 0.313 0.440 1.60
13 0.358 0.500 1.65
14 0.219 0.400 1.83
17 0.279 1.064 3.82
18 0.218 0.685 3.14
19 0.278 1.015 3.65
20 0.282 1.057 3.75
21 0.306 1.225 4.01
22 0.223 0.831 3.73
23 0.305 1.400 4.59
26 0.612 1.155 1.89
27 0.252 0.527 2.09
28 0.207 0.473 2.28
29 0.252 0.488 1.94
30 0.255 0.507 1.99
31 0.276 1.160 4.21
32 0.210 0.680 3.23
33 0.260 1.400 5.38
34 0.257 1.400 5.45
41 0.780 1.043 1.34
42 0.410 1.400 3.42
43 0.240 0.419 1.74
44 0.203 0.500 2.47
45 0.239 0.419 1.75
46 0.241 0.495 2.05
47 0.257 0.700 2.73
48 0.207 0.600 2.90
49 0.244 1.400 5.75
50 0.240 1.400 5.84
51 0.235 1.400 5.96
52 0.235 1.400 5.96
53 0.235 1.400 5.96
56 0.235 1.400 5.96
57 0.781 1.400 1.79
58 0.473 1.155 2.44
59 0.340 1.057 3.11
60 0.231 0.338 1.46
61 0.200 0.263 1.31
62 0.231 0.426 1.84
63 0.233 0.546 2.35
64 0.245 0.600 2.45
65 0.205 0.540 2.64
66 0.234 0.780 3.34
67 0.231 1.400 6.07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액상화 안전율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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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진동전단응력비 전단저항응력비 안전율

68 0.227 1.400 6.16
69 0.227 1.400 6.16
70 0.227 1.400 6.16
71 0.227 1.400 6.16
74 0.918 1.295 1.41
75 0.502 1.036 2.06
76 0.382 0.924 2.42
77 0.305 0.875 2.87
78 0.224 0.445 1.98
79 0.197 0.339 1.72
80 0.224 0.644 2.87
81 0.225 0.780 3.46
82 0.235 0.860 3.65
83 0.202 0.720 3.57
84 0.226 1.400 6.18
85 0.224 1.400 6.24
86 0.223 1.400 6.29
87 0.223 1.400 6.29
88 0.223 1.400 6.29
91 0.223 1.400 6.29
92 0.996 1.400 1.41
93 0.554 1.134 2.05
94 0.399 0.987 2.47
95 0.332 0.924 2.78
96 0.281 0.868 3.09
97 0.217 0.378 1.74
98 0.193 0.325 1.68
99 0.217 0.488 2.25
100 0.218 0.644 2.95
101 0.226 0.720 3.18
102 0.198 0.640 3.23
103 0.219 1.400 6.39
104 0.217 1.400 6.44
105 0.216 1.400 6.47
106 0.216 1.064 4.91
107 0.216 1.400 6.47
108 0.209 1.400 6.71
111 1.066 1.400 1.31
112 1.066 1.400 1.31
113 0.587 1.211 2.06
114 0.427 1.064 2.49
115 0.343 0.973 2.84
116 0.299 0.896 3.00
117 0.262 0.725 2.77
118 0.210 0.372 1.77
119 0.189 0.319 1.69
120 0.210 0.437 2.08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액상화 안전율 계속A.4 ( )



- 92 -

지점 번호 진동전단응력비 전단저항응력비 안전율

121 0.211 0.558 2.65
122 0.218 0.640 2.94
123 0.193 0.585 3.03
124 0.212 0.800 3.78
125 0.210 1.400 6.66
126 0.210 1.057 5.05
127 0.210 1.400 6.68
128 0.210 1.400 6.68
129 0.210 1.400 6.68
132 0.616 1.400 2.27
133 0.616 1.260 2.05
134 0.445 1.092 2.45
135 0.360 0.924 2.57
136 0.306 0.875 2.86
137 0.274 0.917 3.34
138 0.246 0.488 1.99
139 0.203 0.357 1.76
140 0.184 0.316 1.72
141 0.202 0.384 1.90
142 0.203 0.600 2.95
143 0.209 0.620 2.96
144 0.188 0.423 2.25
145 0.204 0.525 2.57
146 0.203 0.480 2.36
147 0.202 1.400 6.92
148 0.202 1.400 6.92
149 0.202 1.400 6.92
152 0.202 1.400 6.92
153 0.461 1.155 2.51
154 0.461 1.120 2.43
155 0.371 1.036 2.79
156 0.317 0.994 3.14
157 0.278 0.945 3.340
158 0.254 0.480 1.89
159 0.232 0.448 1.93
160 0.195 0.333 1.71
161 0.178 0.295 1.66
162 0.195 0.498 2.56
163 0.196 0.504 2.57
164 0.201 0.600 2.98
165 0.182 0.560 3.07
166 0.196 0.640 3.26
167 0.196 0.700 3.58
168 0.195 0.800 4.10
169 0.195 0.800 4.10
170 0.195 0.800 4.10
171 0.195 0.800 4.10

표 제체 내 액상화 평가지점의 액상화 안전율 계속A.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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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3.2 2

제체액상화 평가 단계는 평가 단계 결과 산정된 액상화 발생 지점 안전율 에2 1 ( 1.5)≤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재산정 하는 과정과 재산정된 안

전율을 분석하여 제체 내 액상화 위험 구역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안전율 재산정을 위한 정밀조사는 평가대상 지점에서 채취한 흙시료에 대한 진동삼

축압축시험을 포함하며 진동삼축압축시험 결과인 전단저항응력비 특성곡선으로부터,
구해지는 전단저항응력비를 이용하여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을 평가 단계와 같은 방, 1
법으로 산정한다 본 예제에서는 평가대상 제체에 대한 진동삼축압축시험 자료가 없으.
므로 평가 단계에서 산정된 안전율을 이용하여 제체 내 액상화 위험 구역을 산정하1
기로 한다 표 를 이용하여 평가 단계의 액상화 판정기준인. A.4 , 2 안전율 이하인 구역1
을 도시하면 그림 의 점선 부분과 같다 그림 을 기준으로A.3 . A.3 액상화 후 평가를 수

행하여 액상화에 따른 제체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1 2 3
5 6 74 8
11 12 13
19 20 2116 22

9 10 14 15
17 18 23 24

29 30 3125 3227 28 33 3426 35
44 45 4640 4742 43 48 4941 50

36 37 38 39
51 52 53 54 55

61 62 6357 6459 60 65 6658 67 68 69 70 71 7256
79 80 8175 8277 78 83 8476 85 86 87 88 89 907473
98 99 10094 10196 97 102 10395 104 105 106 107 108 109939291
119 120 121115 122117 118 123 124116 125 126 127 128 129 130114113112111110
140 141 142136 143138 139 144 145137 146 147 148 149 150 151135134133132131
161 162 163157 164159 160 165 166158 167 168 169 170 171 172156155154153152

173 174

그림 제체 내 액상화 안전율 인 구역A.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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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 후 평가3.3

액상화 후 평가는 한계평형법을 이용한 사면안정해석을 통하여 수행하며 액상화 구,
역과 비액상화 구역의 해석조건은 본문 표 의 조건에 따른다 우선 액상화구역의4.3.7 .
비배수전단강도를 본문 식 에 적용하여 산정하면 표 와 같다(4.14) A.5 .

지점 번호 N (10/ 'σ v)0.5 NΔ Sus (KPa)
10 5 1.74 4 0.70
41 15 3.78 4 3.34
60 15 1.47 4 1.44
61 15 1.25 4 1.25
74 20 3.78 4 4.38
92 20 3.78 4 4.38
111 20 3.78 4 4.38
112 20 3.78 4 4.38

표 액상화 안전율 인 지점의 비배수전단강도A.5 1.0≤

액상화 구역의 간극수압은 간극수압비(ru 를 로 놓고 고려한다 비액상화 구역의 전) 1 .
단강도는 원 전단강도 정수를 그대로 이용하며 간극수압은 지진동에 의한 과잉간극수,
압의 영향을 고려한 간극수압비를 본문 그림 을 이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본문 그4.3.8 .
림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동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여 전단저항응력비 특성곡선4.3.8
을 산정해내야 하나 본 예제에서는 시험자료가 없는 관계로 지진동 발생 전의 침윤선,
을 이용하기로 한다.
액상화 후 안정해석은 그림 에 도시된 단면에 대표적인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인A.3

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PCSTABL5M .
그림 는 의 간편법을 이용한 액상화 후 사면안정해석 결과 산정된 안전율A.5 Bishop

과 임계파괴면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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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액상화 후 안정해석 결과A.5

그림에서 보듯이 임계파괴면은 액상화 구역을 통과하며 안전율 로서 액상화, 0.847
에 의해 사면이 매우 불안전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4.

본 예제의 제방을 평가요령에 따라 내진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제방 상류사면측에,
액상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내진성능 평가 단계와 단계를 수행하여. 1 2
액상화 발생 구역을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액상화 구역의 비배수전단강도를 추정하여,
액상화 후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율 로서 제방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0.847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액상화 구역에 대한 적절한 내진성능 향상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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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평가표내진성능 평가표내진성능 평가표내진성능 평가표내진성능 평가표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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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평가 결과표1.

제 방 명 길 이

관 리 주 체 높 이

위 치 준 공 년 도

형 식 시 공 사

저수지

유 역 면 적 총 저수용량

계획 홍수위 유효 저수용량

성시 만수위 계획 홍수량

저 수 위

구 분 평 가 결 과

내 진

해 석

예 비

평 가

상 태 등 급

제체 도심 가속도 수준

단계1
평 가

액상화 안전율

사면 안전율

최대 수평 연직 변위/

단계2
평 가

액상화 안전율

사면 안전율

최대 상대 수평 연직변위/

내진 성능

결 과

예 비 평 가

단 계 평 가1
단 계 평 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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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평가 점검표2.
지반가속도계수 산정 점검표2.1

지진재해도를 이용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표

구분 평가 비고

내진등급 평가요령의 절2.2.1
재현주기 평가요령의 표 2.2.2
위치

지반가속도계수 평가요령의 그림 2.2.1, 2.2.2

지진구역도를 이용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표

구분 평가 비고

내진등급 평가요령의 절2.2.1
재현주기 평가요령의 표 2.2.2
위험도계수 평가요령의 표 2.2.4
지진구역 평가요령의 표 2.2.5
구역계수 평가요령의 표 2.2.3
지반가속도계수 위험도계수 구역계수×

사용목표수명의 고려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표

구분 평가 비고

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
내진등급 평가요령의 표 2.2.1
지진구역 평가요령의 표 2.2.5
지반가속도계수 평가요령의 표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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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내진성능 평가 점검표2.2

예비평가 점검표2.2.1

상태평가 점검표1.
상태등급

안정성평가 점검표2.
안정성 평가 점검표 : 평가요령의 표 3.3.3
상대다짐도 상대밀도

제체 도심에서의 가속도계수

(K) 구분

제체 도심에서의 가속도계수 산정표 : 평가요령의 그림 3.3.1
제방 마루로부터

도심까지의 연직거리

(y)
댐 높이

(H)
지반가속도계수

(KF)
제체 도심에서의

가속도계수

(K)

상세평가 점검표2.2.2

사면안정평가 점검표1.
유사정적해석에 의한 사면안정평가 점검표

구분
역학적 물성 지진계수

(Kh) 동수압 안전율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1
아래 표

참조
:
n

동수압 산정표 : 평가요령의 식(3.2)
수면으로부터

연직거리

(h)
지진계수

(Kh)
상류면의 경사각

(θ)
상류면의 경사각

함수

(Cθ)
동수압

(p)
0
:

H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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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의 변위평가 점검표2.
기본자료 점검표

제방 높이 (H) 전단탄성계수 (G) 단위중량 (γ) 지진규모 (m)

수평변위 산정 점검표

항목 산정 값 비고

제 방 마 루 최 대 가 속 도 ,
  

아래 표 참조

고유진동수, T1 아래 표 참조

최대수평가속도, Kh(max)g 평가요령의 그림 4.2.2
항복가속도, Ky 유사정적해석 수행 또는 평가요령의 표 4.2.1
수평변위, U 평가요령의 그림 4.2.3

제방마루에서의 최대가속도 산정표

횟수 ① ② ③
고유진동수 고유주기

스펙트럴

가속도 ④ ⑤ | - |② ⑤

ω1 ω2 ω3 T1 T2 T3 Sa1 Sa2 Sa3
1
:
n 0≈
가정 전단탄성계수:①

전단변형률: (② G/Gmax 전단변형률 곡선 이용- )
감쇠비 감쇠비 전단변형률 곡선 이용: ( - )③

제방마루 최대가속도: ,④    평가요령의 식( (4.6))
평균등가 전단변형률: ,⑤    평가요령의 식(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