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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액상화 현상 6곳 위험도 <매우 높음>”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16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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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기림이사금시대, 경주에서 발생

1300년 경과

조선 인조시대, 울산에서 발생

“울산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올랐다”

“물이 샘처럼 솟았으며, 물이 넘자 구멍
이 다시 합쳐졌다. 물이 솟아난 곳에
각각 흰모래 1, 2두가 나와 쌓였다 ”

약 370년 경과

2017년, 포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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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Boil

http://www.wimp.com/soil-liquefaction-in-japan/

Niigata, 1964, 규모: 7.6Niigata, 1964, 규모: 7.6

§ 해외 피해 사례

Kobe, 1995, 규모: 6.9Kobe, 1995, 규모: 6.9

포항, 2017, 규모: 5.4포항, 2017, 규모: 5.4 동일본 대지진, 2011, 규모: 9.1동일본 대지진, 2011, 규모: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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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지진(2018, M7.5)

Landslide by liquefaction vs. Quick-clay landslideLandslide by liquefaction vs. Quick-clay lan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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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 : 포화된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지진하중 작용 시 간극수압의 증가에 따른

응력 감소로 지반 강도를 잃는 현상

• 과다한 변형 및 토압 유발

• 간극수압 소산 후 à 지반 안정화

지진하중

- 지진하중 (지반증폭)

- 지진 규모 (강진 지속시간)

지반의 저항강도

- 느슨한 조립토 (사질토, 실트 등)

- 높은 지하수위

액상화 현상액상화 현상
https://www.youtube.com/watch?v=sjdPVzQ0MBc

느슨한 상태

액상화 (전단재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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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지반에서 하중은 흙입자와 간극수압이 부담하고 보통 간극수압은

정수압과 같다

（전응력）＝
（유효응력）+（간극수압）

유효응력의 원리

  
 =  +  =  +  =  + 

포화모래의 하중분담 (비배수 상태)

하중(Load)

흙입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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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시 지반내의 응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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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응력） （간극수압） （전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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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r원이 작아져
(거의) 점이 되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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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가 발생하는 3가지 조건

①지반이포화되어있을것

⇒ 공기가포함되어있으면공기의체적변화에의해수압발생저하

②입자 (실트~모래)가느슨하게퇴적되어있을것
⇒ 밀도가높을경우과잉간극수압은감소(팽창흙부피증가경향)하는방향으로작용하기

때문에유효응력은오히려증가하며강해진다. 느슨한흙은과잉간극수압이증가(압축

흙부피감소경향)하게되며연약해진다. 

③지진이모래입자의접촉을떨어트릴정도로클것

⇒ 전단에의해체적변화를발생시키기위해서는흙입자의상대변위를크게할수있는

변형이필요

메모：발생한과잉간극수압이소산되기어렵고, 느슨한모래지반이어느정도두껍게퇴적되어있는등의
요소는피해의크기에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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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상태에서의 전단응력

(Shear Stress for static equilibrium)

액상화 상태에서의 전단강도

(Shear Strength for liquefied state)

San Fernando dam, 1971San Fernando dam, 1971

§ 유동 액상화 (Flow Liquefaction)

§ 액상화의 가장 큰 피해 원인(Most dramatic effects)

§ 갑작스런 큰 변형 발생 (정적 전단응력 에 의해 발생)

Driving Force

Resistance Force

Niigata, 1964Niigata,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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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상태에서의 전단응력
(Shear Stress for static equilibrium)

액상화 상태에서의 전단강도
(Shear Strength for liquefied state)

§ 반복유동(Cyclic Mobility)

§ 유동액상화(Flow Liquefaction)와 반대의 응력 상태

§ 점차적으로 변위 발생(incrementally develop)

§ 정적응력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응력에 의해 발생

Driving Force

Resistance Force

Alaska Earthquake, 1964Alaska Earthquake, 1964

Christchurch (from J.Bray & M. Cubrinovski)Christchurch (from J.Bray & M. Cubrinov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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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한층

2003년미야기북부지진 미야기현하남초

l 분사현상(sand boiling)

액상화하지않은층
크랙

분출한모래가퇴적

지반내에서모래와물이분출하는현상이자주관찰된다. 분사는그지반에서액상화가있었다는

증거의하나. 그러나이현상이관찰되지않은경우에도액상화가지중에서발생했을가능성있음. 

오히려이현상이발생하지않는경우가더많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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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무거운물체는가라앉는다＝침하（Settlement)

1964년니가타지진
가와키시초아파트전도

2011년동일본대지진
우라야스시파출소

액상화한지반은흙탕물처럼된다. 이때흙탕물의겉보기비중은약 1.8-2.0 정도따라서지중에

있는구조물중무거운것이가라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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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벼운물건은떠오른다

액상화 지반은 흙탕물처럼 된다. 이때 흙탕물의 겉보기 비중은 약 1.8-2.0 정도 따라서

지중에 있는 구조물 중 가벼운 것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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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반의측방유동 (Lateral spreading)

포트아일랜드 공원（95’ 효고현 남부지진(고베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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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

1. 액상화가 유발되는 지반인가? (Susceptibility)

2. 액상화가 발현 되는가? (Triggering) 

3. 액상화가 일어난다면, 피해가 발생하는가? 
(Consequenc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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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유지반(농경지) 토사분출 사례

(b) 도심지역 액상화 발생사례 (구조물 침하 등 2차 피해 유발)

포항지진의 액상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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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Tohoku(2011) 지진시 두 인접구조물의 거동 비교

· 자유지반(30cm 침하), 얕은기초(70cm 침하), 말뚝기초(침하가 매우 작음)

· 얕은기초 조건에서 말뚝기초 및 자유지반 조건보다 큰 침하가 발생함

액상화에 의한 기초구조물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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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사 분출에 의한 부피감소

(b) 지진시 펀칭 파괴

(c) 지진시 구조물 회전 거동(rocking)으로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

(d) 지진 종료 후 과잉간극수압 소산 침하

액상화에 의한 얕은기초의 거동



27

Niigata earthquake (1964)

Bobet et al. (2001). Seismic design of deep foundations.

Location: NHK building
Type pile: RC pile
Damage: 
- The concrete was crushed at 2.5 to 3.5m from 
the pile top and 2-3m from the bottom due to 
lateral spreading 
- The ground in the neighborhood of the building 
moved horizontally about 2m. However, the pile 
head displacement ranged from 1m to 1.2m

Location: Hotel Niigata
Type pile: RC pile
Damage: 
- The precast concrete piles of diameter D = 0.35m 
appeared to have horizontal cracks extending through 
the whole cross section.
- The ground around the building was displaced by 4-
5m due to lateral spreading

액상화에 의한 말뚝기초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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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저항응력비진동저항응력비

설계지진가속도설계지진가속도

지표면 최대가속도 (amax)지표면 최대가속도 (amax)

진동전단응력비진동전단응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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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반가속도

tav=0.65 tmax=0.65 amax g h

amax=: 지표면 최대가속도

g :토체의 단위중량

h : 평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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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저항응력비 산정(SPT를 이용한 방법)

. = 134 − () + ()135 + 50[10  () + 45]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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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T, CPT, VS 비교

과거 액상화 현장에서 측정한 경험 풍부함 풍부함 풍부함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응력-변형률 거동 종류 부분배수, 큰 변형 배수, 큰 변형 작은 변형

시험성적과 반복가능성 보통 매우 좋음 좋음

지층의 변화성
시추공에 가까울 경

우 좋음
매우 좋음 보통

추천할만한 흙의 종류 자갈질이 아닌 흙 자갈질이 아닌 흙 모든 종류

채취시료 회수의 가능성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시험을 통해 흙의 물리량 또는 강도정수 판정의 가능성 가능 가능 공학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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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액상화에 대한 안전율

max

max

L
RF =

설계지진가속도설계지진가속도 지반응답해석지반응답해석

지반계수 적용지반계수 적용

지표면 최대가속도 (amax)지표면 최대가속도 (amax)

최대전단응력비최대전단응력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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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axmax r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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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L ´´=

SPT-NSPT-N 진동삼축시험진동삼축시험

평균입경평균입경

유효상재압유효상재압

최대반복강도비(보정계수 Ci)최대반복강도비(보정계수 Ci)

반복횟수 N=20
전단강도산정

반복횟수 N=20
전단강도산정

RCCCCCR 54321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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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액상화 강도실험

과잉간극수압비 0.95

축변형 양진폭 5%

일정한 진폭의 하중을 반복재하 하여 액상화가 발생하는 하중을 산정

Equivalent Cyclic loading

액상화 판정

밀도가 높은 흙도 액상화로 판정

세립분이 있을 경우 과잉간극수압이
1.0에 도달하기 전에 액상화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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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액상화 강도 실험 예 (진동삼축시험)
 전

단
응

력
  /

 축
변

형
 과

잉
간

극
수

압

전단응력 (제어)

축변형 양진폭 5%

N회

액상화 발생 판정

σ3σ3

σ3σ3

σv

σv

σd

供
試
体

반복재하

과잉간극수압 축적

 

공시
체

압축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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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횟수N

 응
력

비
*

한 개의 점이 한
개의 실험결과

N=20

액상화강도(저항)

양진폭 5%에 도달했을 때의 반복횟수

*응력비＝전단응력/초기평균유효응력

축변형양진폭 5%

N회

l 액상화강도(저항)의 산정

N회

액상화강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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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화 간이평가법 (Ishihara)

§ 1단계: 입도분포분석에 따른 액상화 발생 유무 구분 (균등계수 3.5 기준)

§ 2단계: 입도분포분석을 통해 액상화 발생이 예상되는 토체의 경우, 등가 N치 및 등가
가속도를 산정하고 이를 상관도 적용하여 액상화 발생정도 구분

균등계수≥3.5균등계수≥3.5 균등계수<3.5균등계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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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I   : 액상화 발생

구역 II  : 액상화 발생정도 높음

구역 III : 액상화 발생정도 적음

구역 IV : 액상화 발생하지 않음

§ 액상화 간이평가법 (Ishihara)

입도분포상의 (A)입도분포상의 (A) 입도분포상의 (Bc와 B f)입도분포상의 (Bc와 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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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축기초설계지침(2001)
단계 구분 세부 내용

①액상화판정대상이 되는

토층

§ 이하에 해당하는 토층에 대해서 액상화 판정을 실시

① 20m 이내의 충적포화토층

② 세립분함유율 Fc≤35의 토층, 매립 또는 성토지반의 경우 점토함유율≤10% 또는 소성지수≤15%의 토층

③ 세립토를 포함하는 자갈층

④ 투수성이 낮은 토층에 둘러싸인 자갈층

②액상화 판정 방법

§ 이하의 식을 이용하여 액상화

판정

§  = //

§ /: 액상화 강도

§ /: 등가반복전단응력비

§  > 1 : 액상화 발생할 가능성X

§  ≤ 1 : 액상화 발생가능성 존재

③액상화강도 산출법

§ 액상화강도는 다음 그림의 = 5%의 곡선을 이용하여

구함 § (보정 N값)=  + ∆
§  =   
§ : 환산 N값/ ∆: 세립분 함유율 에 따른 보정 N값 증분

§  = 98/
§ : 구속압에 관한 환산계수

④지진외력의 산출법 § 지진외력
 =     

§ : 수평면에 발생하는 등가의 일정 반복전단응력진폭(kPa)
§ : 등가의 반복횟수에 관한 보정계수( = 0.1(M − 1))
§  : 지표면에서의 최대 수평가속도( /)
§ : 지반이 강체가 아닌 것에 따른 저감계수( = 1 − 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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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로교 시방서(2012)
단계 구분 세부 내용

①액상화판정대상이 되는

토층

§ 이하의 3개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충적토층의 포화사질토층은 액상화 판정을 실시

① 지하수위가 지표면에서부터 10m이내에 있고 지반면에서부터 20m이내의 깊이에 존재하는 포화사질토층

② 세립분 함유율 Fc≤35의 토층, Fc>35인 경우 소성지수≤15인 토층

③ 평균 입경 D50≤10mm이면서 10%입경 D10≤1mm인 토층

②액상화 판정 방법
§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 FL≤1.0인 경우 액상화가 발생

§  =  R: 동적전단강도비 / L: 지진 시 전단응력비

③액상화강도 산출법 § 동적전단강도비  =   

§  = 0.0882 (0.85 + 2.1)/1.7                                                    < 14
§  = 0.0882 /1.7 + 1.6 × 10 × ( − 14).            ≥ 14
§  =   + 2.47 − 2.47
§  = 170  /( + 70)
§  = 1                                                                                                          0 ≤  < 10
§  =                                                                                               10 ≤  < 40
§  =                                                                                               40 ≤ 

④지진외력의 산출법 § 지진외력 L =     /
§ : 지진시 전단응력비의 깊이방향 저감계수

§  = 1 − 0.015
§ : 레벨2 지진동의 지표면에서의 설계수평진도

§  =   
§ : 지역별 보정계수 / : 레벨2 지진동의 지표면에서의 설계수평진도의

표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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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I 지수법(Liquefaction Potential Index)

§ 행정안전부 예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의 협동 조사에 따르면, 흥해읍 망천리
농지에서는 LPI(Liquefaction Potential Index) 지수가 ‘높음＇에 해당하는 6.5로 나왔음

§ 구조물에 대한 상세 조사 및 액상화 대책마련을 위해 액상화 가능지수(LPI)의 도입

 =  ()    


FS(안전율)에 관한 함수

지반 심도에 관한
함수(선형)

 < 5    Severe liquefaction manifestation not expected > 15  Severe liquefaction manifestation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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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N 지수법(Liquefaction Severity Number)

§ 0~20m 깊이 지반의 확률론적 액상화 위험도 평가 지수

§ LPI 지수를 활용한 액상화 평가법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방법(지반 밀도 및 침하 고려 가능)

 = 1000   FS(안전율) 및 지반 밀도에 관한 함수

지반 심도에 관한 함수(비선형)

SV1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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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 0~100                   (   0 ≤  ≤ 20)

§ LSN 지수법(Liquefaction Severity Number)

§           < 10 Little-to-no expression of liquefaction
§         10 ≤  < 20 Minor expression of liquefaction
§         20 ≤  < 30 Moderate-to-severe expression of liquefaction
§         30 ≤  < 40 Major expression of liquefaction
§                     > 50 Severe damage and widespread evidence of lique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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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시방서 기준 액상화 안전율 비교

발행기관 및 국가 대상 시방서 액상화 평가 특징 액상화 안전율 

JRC(유럽 기관)
Eurocode8: Seismic Design of 

Buildings worked examples(2012)

§ 지반의 비배수 반복전단강도와 비교되는

전응력 분석 권장

§ 액상화 간편예측법(Seed&Idriss) 적용

§ 현장시험결과(SPT,CPT,전단파속도 측정)을

통해 액상화 저항력 추정

§  ≥ 1.25: 액상화에 대해 안전

FEMA(미국)

Federal Guidelines for Dam Safety 

– Earthquake Analyses and Design 

of Dams(2005.05)

§ 액상화 평가 절차는 SPT또는 CPT 시험 결과와

다양한 하중 수준에서의 현장 성능 간의 상관

관계를 기반으로 함

§ CPT 시험 결과를 통한 평가 시, SPT을 통해

샘플을 확보해야함

§ 자갈이 포함된 지반에서는 Becker Hammer 

penetration test, Down-hole 또는 cross-hole 

탐사법을 통한 전단파속도 측정 시험 실시

§  ≥ 1.2   1.3: 액상화에 대해 안전

SCEC(미국,Californ

ia)

Guidelines for Analyzing and 

Mitigating Liquefaction in 

California(1999.03)

§ 다음 네 가지의 액상화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고려한 액상화 평가 실시

① Flow slides or large translational or 

rotational site failures

② Lateral spereads

③ Ground settlement

④ Surface manifestation

액상화로 인한

피해

()
(clean sand)


Settlement

§ ≤ 15
§ ≥ 30 § 1.1

§ 1.0

Surface

Manifestation

§ ≤ 15
§ ≥ 30 § 1.2

§ 1.0

Lateral Spread
§ ≤ 15
§ ≥ 30 § 1.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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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시방서 기준 액상화 안전율 비교

발행기관 및 국가 대상 시방서 액상화 평가 특징 액상화 안전율 

국제항해협회(Internati

onal Navigation 

Association)

Seismic Design Guidelines

for Port Structures(2001)

§ 실내 시험의 많은 요인들의 민감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자주 수행하지 않음

§ 수정 액상화 간편예측법(Youd and 

Idriss,1997)을 기반으로 , 일본의 설계법을

적용하여 현장 시험과 실내 시험 데이터를 결합

① 토양의 입도분포곡선과 SPT-N값을 대상

지층에 적용

② 위의 결과가 액상화-비액상화 상태의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진동삼축시험을 통해 보완

§  ≥ 1.0: 액상화에 대해 안전

OCDI(일본)

Technical Standards and 

Commentaries for Port 

and Harbour Facilities in 

Japan(2009)

§ 토양의 입자 크기 및 SPT-N값을 사용하거나

진동삼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액상화 평가
범위

구분

액상화

발생가능

성

액상화 평가

Ⅰ 매우 높음 § 액상화 발생

Ⅱ 높음

§ 액상화 발생

§ 진동삼축시험 기반의

상세평가 수행

Ⅲ 낮음

§ 액상화 발생하지 않음

§ 중요 구조물의 경우

진동삼축시험 기반의

상세평가 수행

Ⅳ 매우 낮음 § 액상화 발생하지 않음

정규화된 N값과 정규화된 가속도를 통한 지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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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요약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

제 1장 총칙 : 1.3 용어의 정의 수정

제 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2.2 설계지반운동 (KDS 17 10 00 반영)

2.3 내진성능평가방법 및 절차: 액상화 평가절차 수정, 보강전 내진성능 상세평가 도입

제 3장 지반 물성값 산정

3.3  문헌자료 및 경험적 관계식 : 최신 내용 반영

제 4장 액상화 평가 : 2단계 평가로 수정 (KDS 17 10 00 반영)
4.2 예비평가 : 액상화 발생 기준 최신 내용 반영

4.3 본평가 : 액상화 안전율 계산법 최신 내용 반영

제 5장 기초의 내진성능평가

5.4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평가: 국외 최신 연구내용 반영

5.7 옹벽의 내진성능 평가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해설(2015)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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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 평가 개정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신설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내용)

- 액상화 상세평가 삭제

- 액상화 간이평가를 본평가로 대체

- 예비평가/본평가 최신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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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비평가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

액상화 평가생략 입도분포 예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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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본평가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평가요령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간이평가) 신설 내진성능 평가요령 (본평가)

MSF=1.5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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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에 이용되는 CSR 산정법에 대한 논의

최대가속도 CSR산정

깊이별 변형 및 가속도 변화로 인해
깊이별 가속도를 이용한
CSR값에 오류발생 가능

유병수 등(2019)

FHWA : 미연방도로국, 전단응력감소계수 rd 이용
JRA : 일본도로협회, 전단응력감소계수 rd 이용
KDS : 깊이별 amax이용
Analysis : 깊이별 tmax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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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에 이용되는 CRR 산정법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신설 내진성능 평가요령

가. SPT-N값 이용

나. CPT 도표만 제공

다. 전단파 속도 Vs 이용

가. SPT-N값 최신 평가식 추가

나. CPT 산정식 추가

다. 전단파 속도 Vs 이용



53

내진설계일반(개정안): 1.4 용어의 정의

§ 반복전단응력비(Cyclic Stress Ratio): 지진 시 해당 깊이에서 지반에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유효상재압의 비 (기존: 진동전단응력비)

§ 반복저항응력비(Cyclic Resistance Ratio): 해당 깊이에서 지반의 전단저항응력과

유효상재압의 비 (기존: 진동저항전단응력비)

§ 부지특성평가(site characterization):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대상부지의

기초자료를 지반조사, 실험 등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지반응답해석(ground response analysis): 대상부지의 깊이별 지진응답의 변화를

하부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기법으로 부지특성평가결과에 기반한 등가선형 및

비선형해석을 지칭함 (기존: 부지응답해석, 지진응답해석 등)

§ 제3자 검증(peer review): 지반응답해석으로 결정된 설계지반운동에 대해서 설계

당사자를 제외한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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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일반(개정안): 4.2.1.4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내부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할 수 있다.

[해설]

① 내진설계에 사용하기 위한 실지진 기록은 우리나라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이면서 재현주기에 가장 기여도가 큰 지진규모-거리에 대한 기록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만족할 수 있는 판 내부지역 지진계측기록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시,
불가피한 경우 판 경계지역에서 계측된 지진기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내진설계에서
목표하는 지진규모에 미치지 못하여도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계측 기록들은
한반도에서 계측된 유의미한 지진계측기록이므로, 이를 설계를 위한 지진기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② 실지진 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맞추어 보정할 경우 최대한
설계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응답스펙트럼을 가지는 기록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보정하는 방법은 주파수영역에서 진동수별 진폭을 조정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는
방법과 시간영역에서 특정 파형을 증감시켜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시설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는 모드참여도가 큰 고유주기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1차모드 주기의 0.2배부터 2배에 해당하는
고유주기 구간을 대상으로 보정한다.
③ 최대지반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설계의 결과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된
지진기록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보정된 지진기록은 설계응답스펙트럼 대비 모든 주기영역에서 최대 30%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보정된 지진기록들의 평균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은 주기 0.06 ~ 3.0초 범위에서
설 계 응 답 스 펙 트 럼 보 다 5% 이 상 작 지 않 아 야 한 다 . 또 한 , 평 균 최 대 가 속 도 는
유효지반가속도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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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일반(개정안): 4.3.7.1 지진해석모델

⑤ 지반응답해석으로 결정된 설계지반운동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⑤ 지반응답해석 결과보고서의 전반적인 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지반공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는 제3자 검증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반응답해석결과 보고서
의 수록사항 및 제3자 검증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⑦ 제3자 검증 검토사항

- 입력지진기록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사용된 지진조합의 적절성, 입력지진기록의 규모,
계측조건, 스펙트럼 보정결과 및 기준선 보정(baseline correction)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 부지특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기반암 선정 및 입
력지진기록 적용을 위한 경계조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 등가선형해석을 시행한 경우 지층별 최대 전단변형율의 크기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다. 최대
전단변형율의 크기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 비선형응답이력해석을 시행한 경우 사용된 지반거동모델로 구현되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
감쇠비 곡선의 적합도에 대한 검토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적합도는 단일유한요소 모델에 조
화운동(sinusoidal motion)을 재하하여 얻어진 지반의 이력곡선으로 부터 할선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를 계산하여 확인가능하다. 조화운동의 크기를 증가시키며 상기 절차를 반복하여 지반거
동모델의 정규화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의 변화 획득 후 해당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과 비교하
여 적합도 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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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일반 개정(안)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 (2020) 내진설계일반(개정안)

1 1

CRR 산정방법

§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표준서(1999)
예비평가: 상대밀도, 수위 등
간이평가: 현장시험 (FS 1.5)
상세평가: 진동삼축시험 (FS 1.0)

§ 내진설계일반(2018)
예비평가: 상대밀도, 수위 등
본평가: 현장시험 (FS 1.0)

§ 내진설계일반(개정안)
예비평가: 상대밀도, 수위 등
본평가: 현장시험(N, qc/ FS 1.0)

진동삼축시험,Vs (FS 1.0)
(KSF 실험결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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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복저항응력비(CSR)의 결정

: 지반응답해석으로 얻어진 깊이별 최대 전단응력

: CSR을 산정하는 깊이의 연직유효응력

입력지진파의 결정

§ 최소 3개 이상의 기준지진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이때, 7개 미만을 사용시 해석
결과의 최대값을, 7개 이상을 사용시 해석 결과의 중간값을 사용한다. 사용가능한 실지진기록
조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개의 지진은 다음의 지진기록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 경주 또는 포항지진기록 중 1개 +
실지진기록 2개 (모멘트 규모 6.0 ~ 7.0)

§ 7개의 지진은 다음의 지진기록 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경주, 포항지진 (2개) + 실지진기록
5개 (모멘트 규모 6.0 ~ 7.0)

내진설계일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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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기존 평가요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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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액상화 피해예측 (Towhata et al, 2015)

  =  − .  =  ( − )
    H1 : 지표면 비액상화 층 두께

H2 : 액상화층의 두께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내진성능평가



61

건축물의 액상화 피해예측 (Towhata et al, 2015)

* Dcy는 액상화 안전율을 이용하여 얻어진 반복전단변형률을 적분한 값으로 지표면 등가침하량 의미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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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 얕은기초

기존 평가요령 (얕은기초) 개정안 (얕은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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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요령 (말뚝기초) 개정안 (말뚝기초)

5.3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 말뚝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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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기존 평가요령 (액상화 영향고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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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얕은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① 실내반복실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② 액상화 발생을 고려한 기초 지반 안정성 평가

③ 유효응력해석에 의한 응답이력해석 방법

④ 동적원심모형실험 및 1-g 진동대 모형시험을 이용하는 방법

⑤ 액상화 안정성 평가 지수 등에 의한 방법 (단, 평가지수는 구조물 특성을 고려수여야 함)

⑥ 위의 방법을 병행 시행하는 방법

u 말뚝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① 액상화 지반 물성변화와 지진 관성력 고려

② 경사지반의 지진 후 액상화 지반변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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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액상화 지반의 잔류강도 : 점토 비배수 전단강도의 형태로 제시

Olson and Johnson(2008)

Seed and Harder (1990)

Gutierrez and Eddy (2011)

Stark and Mesri (1992)

Olson and Stark (2002)

단위: kPa

SPT (N1)60cs=8,  =100kPa 조건

Seed and Harder Gutierrez and Eddy Stark and Mesri Olson and Stark 

8.5 kPa 13.4 kPa 4.4 kPa 9.0 kPa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 잔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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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2018) 중 “액상화 지반의 측방유동에 대한 영
향을 하중으로 반영하는 경우 지진하중의 영향은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물의 관성 응답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액상화
지반의 강도 감소 및 변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지진관성력과 액상화 지반 변위의 2가지 영향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
한다고 고려함

1) 액상화 지반의 물성 변화와 지진관성력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 액상화 지반의 p-y 곡선의 P를 비액상화 층의 10%로 감소시킴

- 일반 설계지진 하중을 가하여 기초 내진성능평가

2) 지진 후 액상화 지반변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 지진하중 종료 후 지반변위에 대한 말뚝기초 안정성 평가

- 액상화 지반변위 산정 (완만한 경사, 사면)

- 액상화 지반변위를 말뚝에 작용시켜 안정성 분석

5.4 액상화를 고려한 기초의 내진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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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1) 액상화 지반의 물성변화+ 지진관성력

① 액상화 평가를 통해 액상화 지층 결정

② 액상화 지층의 말뚝 횡방향 저항력 감소 효과는 p-y 곡선을 수정하여 고려함. 

p-승수= 0.1을 곱하여 저항력을 비액상화 층의 10%로 감소시키는 방법

액상화 지반을 연약점토층으로 고려한 후 잔류강도로 입력하는 방법

③ 상부구조물 모델링에 액상화 지층의 저항력 감소를 고려한 등가강성행렬 적용

④ 액상화 지반을 통과하면서 지진세기가 감소할 수 있음

보수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비액상화 조건의 설계응답스펙트럼 적용 가능

엄밀한 해석으로 결정된 스펙트럼 적용가능 > 비액상화 조건의 2/3

⑤ 상부구조물 해석을 수행하여 기초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

⑥ 기초면 작용하중에 대하여 기초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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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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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완만한 경사지반 (S<3.5%) :

액상화 안전율과 상대밀도에 따른 산정

자유면까지의 거리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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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사면 :

깊이에 따른 액상화 지반변위 분포 말뚝 지반반력 감소계수 (보통 감소계수 =0.1)

말뚝기초의 지반반력 감소 고려 (보통 감소계수=0.1)

스프링 끝단에 지반변위를 입력하고 안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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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말뚝 모델링

(해석방법)

- 말뚝-지반 수평반력 : P-Y 곡선

- 액상화 층 반력은 비액상화 상태의 10%로 감소

- 액상화 변위를 가하여 기초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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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상화 지반 말뚝기초 내진안정성 평가절차

1) 완만한 경사
2)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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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평가예제 – D. 액상화를 고려한 내진성능평가예제

1. 지진시: 액상화 강성저하를 고려한 기초 내진성능평가

2. 액상화 지반 변위에 대한 기초 안정성 검토

(1) 액상화 평가 (2) 액상화 고려한 기초강성 (3) 지진하중 안정성

(1) 액상화 지반변위 산정 (2) 지반변위에 대한 말뚝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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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u 해석단면

l 교량형식：3경간연속 PSC beam 교

l 교량경간： 3@30m = 90m

l 하부구조 : 강관말뚝(D=1.0m, t=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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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u 구조 해석 조건

l 내진 1등급

l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MIDAS CIVIL
l 고유치 해석：Eigen Vector 해석법

l Mode 조합：C.Q.C 
l A = 지역계수 0.11 ´위험도계수(1.4) = 0.154

u 지반 조건

액상화
가능층



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 군말뚝 해석프로그램 적용(Group 6.0)

• 액상화 지층의 횡방향 저항력 감소효과

- 깊이 1~10m의 느슨한 모래층

- p-y 곡선에 대해 p승수=0.1을 적용

- 액상화 지층의 주면마찰력은 무시함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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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강성행렬 산정

• 하중 제어 재하를 통해

힘(F)에 대한 변위(d)관계

• 연성행렬 산정 후 역행력을

취해 강성행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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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기초 작용 하중 계산

⦁ 축력: 고정단 모델과 스프링 모델의 결과가 유사함⦁ 모멘트: 교축방향 66%, 교축직각방향 45%로 감소⦁ 전단력: 교축방향 72%, 교축직각방향 80%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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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말뚝 재료 응력 검토

• 축방향 지지력 검토

• 교각 변위 (구조해석 결과)

상단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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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액상화 지반 변위에 대한 기초 안정성 검토⦁ 지진 종류 후 지반 측방변위에 대한 말뚝 안정성 분석⦁ 경사(S), 자유면까지 거리(L), 자유면까지 높이(H)를 산정함

: 본 예제의 경우 S=23° 사면⦁ 액상화 층에 대해 지반의 잔류강도 값 산정

⦁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 FS <1.0 흐름파괴(flow liquefaction) 

또는 FS ³ 1.0 측방퍼짐(lateral spreading) 여부 판정⦁ 흐름파괴인 경우 액상화 보강⦁ 측방퍼짐인 경우 지반변위 산정후 기초안정성 판정

(잔류강도=200psf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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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사면 안정해석⦁ 액상화 지반 잔류강도 적용, 지진계수(kh=kv=0) 미적용

⦁ 항복가속도 ky 산정 (FS=1일 때의 가속도)

잔류강도적용

Ky=0.07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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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사면 지반변위 산정

⦁ 깊이별 지반변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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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액상화 고려한 말뚝기초 내진성능평가

액상화 지반물성 변화

1. 기초강성행렬 산정

2. 상부구조물 해석

3. 말뚝안정성검토

지반변위 안정성

1. 사면안정해석

2. 지반변위산정

3. 말뚝안정성검토

• 말뚝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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