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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필요한 주요 지반조사 항목 및 내용

1.1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필요한 지반조사 위치 가이드라인

- “매뉴얼 8.2.2 지반조사 방법 (1) 시추조사”와 연계 

(1)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조사 위치 가이드라인 

1) 지반조사 위치는 학교부지 내 부속건물에 최대한 인접하여 선정하되, 건물 배치 평면도

와 인근 지형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내 지중분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

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1)항에 의거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선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조사위치로 적당한 부속건물에 인접한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건물에서 하중이 가

장 큰 지점에 인접한 지점을 택한다. 부속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건물의 중요도

와 작용하중이 큰 건물의 인접 지점을 선정한다. 

 ② 지장물 준공도를 참조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장물 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시추 전 인력 터파기나 탐사방법 등을 이용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

인한다.

 ③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 장비의 이동 경로와 장비 설치 부지 여건을 검토한다.  

 ④ 시추조사 외 시추공이나 측선을 이용하는 물리탐사의 병용유무를 감안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선정한다.

(2) 지반조사 위치 선정 근거 - 문헌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지반(시추)조사 위치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추조사는 학교부지 내 부속건물에 최대한 인접하여 실시한다. 간

접적인 방법은 대상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기존 시추조사 자료나 국토지반정보 포탈시스

템(www.geoinfo.or.kr) 자료를 활용한다. 

2)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안)(2011.12)

  일반적인 구조물의 기존 기초 및 지반을 다루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학교시설의 지반조사

를 위한 위치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건축물 기초구조설계기준(KDS 41 20 00 : 2016)

  조사간격, 조사지점 및 조사깊이는 예비조사에서 추정되는 지반상황과 건축구조물 등의 

규모,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18)

  시추조사 위치는 지장물 준공도를 참조하여 결정하고 시추전 유관기관과 협의후 반드시 

인력 터파기나 탐사방법 등을 이용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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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를 통한 지반조사 위치 조사

① 성남여수 택지조성공사 지반조사보고서 - 2007

      측량을 통해 기 작성된 지형 현황도를 이용, 구조물 및 계획 평면도를 참조하고 인근 

지형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지증분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도상 계

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시추위치를 선정하였다.

② 신축 아파트 및 학교 지반조사 사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가장 하중이 큰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한다. 평면도를 통

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시추조사 개소를 결정한다.

그림 2 제천고암 아파트 신축부지 지반조사

그림 3 춘천 후평지구 아파트 신축부지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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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목포 용해동 아파트 신축부지 지반조사 

그림 5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성남고등학교 건축설계용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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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시추조사 위치선정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① 네이버 카페 – 토목을 좋아하는 사람들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밑에 현황도(등고선)을 오버랩 시켜 절토부가 많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우선 시추조사 지점을 선정 후 이후 삼각망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보조 지점을 선정한다.

② 토목시공 기술사 – 네이버 지식in

       일반적인 사항은 건물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을 지반조사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공

사는 아파트 동이 들어설 위치, 오피스텔은 엘리베이터 위치 즉 그 건축물에서 가장 

하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추조사를 하는데 똑같이 무게가 균등하게 분포한

다고 하면 보통 2~3개 정도 균등하게 나눠서 작업을 한다.

③ 지반분류를 위한 시추공 탐사법의 비교연구(2012) – LH공사 보고서 발췌

       시추조사 위치는 조사지역을 원지반과 성토구간의 2개 구역으로 구분한 후 시추공간 

탄상파탐사를 위하여 각 구역당 2개소씩 시추하였다. 시추공의 간격은 2개 구역이 동

일하게 5m 간격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추공간 탄성파탐사 시 양질의 자료 획득이 

가능한 최대거리이다.

④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지반조사 안내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 등 조사범위는 현장여건, 구조물의 특성, 지층 및 지질조건 

뿐만 아니라 사운딩, 물리탐사 등의 병용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 자료조사와 현

장답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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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값을 이용한 경험적 전단파속도 산정 가이드라인

- “매뉴얼 8.2.2 지반조사 방법 (1) 탄성파탐사”와 연계

(1) 지반 유형을 감안하는 경우 

      아래의 표 12의 국내 지반에 흙의 종류에 따라 제안한 상관식(Sun et al., 2013)에 표

준관입시험으로 측정한 N값을 대입하여 전단파속도를 산정한다

지질학적 기원 흙의 종류 상관식

충적토
자갈    



모래와 실트    


풍화잔적토 모래    


풍화암 모래    


표 12 국내 측정된 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상관식

(2) 지반 유형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모든 지반에 적용) 

      지반의 유형이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전체 흙에 대해 제안된 상관식(Sun et 

al., 2013)(식 2-1)에 표준관입시험으로 측정한 N값을 대입하여 전단파속도를 산정한다.

   
         (의 단위는 m/sec)        (식 2-1)

(3) N이 50이상임에도 30cm 관입이 안 된 경우 

      표준관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더라도 30cm 깊이에 관

입하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N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관입 시 N

값으로 환산한다. 즉, 표준관입시험값이 50/10인 경우 그대로 N=50을 (식 2-1)에 적용하

는 것이 하니라, N=150으로 적용한다. 단, (식 2-1)은 N값이 최대 50/5 (환산 N값=300)까

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환산 N값이 300이상이 되면, 전단파속도가 비합리적으로 크

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즉, 환산 N값이 300 이상(N값이 50/4~50/1)인 지

층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환산 N값을 300으로 적용하여 전단파속도를 추정한다.

(4) 기반암의 전단파속도 결정 요령

      일반적으로 기반암에 해당하는 일부 풍화암 및 연암, 보통암, 경암의 경우, SPT 및 

CPT 시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진응답해석 및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해서는 암반

의 전단파속도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국내 지반분류 조건에 준하여 표준관입시험값이나 콘관입시험값을 얻을 수 없는 연암

은 760m/s, 보통암은 1000m/s, 경암은 1500m/s의 전단파속도를 가정할 수 있다(한국시설

안전공단, 2011). 또한, 시추조사가 기반암까지 수행되지 않고, 풍화토 또는 풍화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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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지층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암반층이 나왔다고 가

정하고, 부득이하게 시추 종료 깊이를 기반암 깊이로 결정하여 확인되지 않은 하부 지

반에 대해서는 연암의 전단파속도인 760m/s를 부여할 수 있다. 

1.3 내진성능평가 필요 지반 물성

- “매뉴얼 8.2.3 지반조사 보고서”와 연계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필요 지반 물성(한국시설안전공단)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반 물성치는 아래와 같으며, 이

들 지반 물성치는 부지응답해석 및 액상화 평가 등에 이용된다.

 1) 시설물 하부 지반의 층상 구조 및 지하수위

 2) 기반암까지의 깊이 및 각 층의 밀도

 3) 하부 지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4) 전단변형률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 곡선

 5) 액상화 간이평가를 위한 층별 표준관입 저항값(SPT-N값) 및 해당 SPT 장비의 효율(필요

시)

 6) 액상화 상세평가를 위한 액상화 저항응력비 특성곡선(필요시)

(2) 지반 각 층의 밀도 측정방법(한국지반공학회, 2006)

  흙의 종류와 표준관입시험값을 경험적으로 이용하여 각 지층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통

상적이나, 동적물성 산정 시 정확한 밀도 측정이 중요하며, 정확한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감마-감마(밀도) 검층법이 적용된다.  

  감마-감마(밀도) 검층은 지반의 체적밀도(bulk density)를 측정하는 것으로 137Cs, 또는 60Co 

방사선원을 이용하며 그림 6과 같이 sonde를 삽입하여 지반이 밀도를 측정한다.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은 물질에 방사되면 콤프톤 산란이나 광전효과 같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 에

너지가 감쇠한다. 콤프톤 산란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현상

을 이용하여 지반의 밀도를 구하는 것이 감마-감마(밀도) 검층이다. 즉, sonde에 장착된 방

사성 동위원소로부터 시추공 주변 지반으로 방출된 감마선이 지반에 의해 산란, 감쇠하면서 

검출기에 입사한다. 이때 산란된 감마선의 세기(계수율: 1초당 가운트수로 CPS(Cound Per 

Second)로 표시한다)를 측정하고 측정된 계수율은 밀도검출기 교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이용하여 지반밀도를 환산한다.

  기본적으로 게이싱이 없는 구간에 적용하지만 PVC 또는 steel 케이싱이 있는 경우에도 측

정이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시추공경은 sonde이 직경보다 최소한 2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sonde의 직경은 주로 50mm이며 이보다 작은 직경의 sonde를 시판하

는 제조사도 있다. 따라서 미고결 지층의 심도가 깊어, 시추공 유지목적으로 게이싱을 삽입

하는 경우, 내경이 최소한 65mm 이상은 되어야 자료취득이 가능하다.

  밀도검층의 경우, 소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지반조사 시에는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반종류에 따른 경험적인 지반밀도를 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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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감마-감마 (밀도)검층 모식도

(3) 하부 지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산정 방법(한국지반공학회, 2006)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결정에 필요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장탄

성파 시험을 수행한다. 부득이하게 현장 탄성파시험 결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전문

가의 자문을 얻어 표준관입저항값(N치)과 전단파속도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통하여 전단파속

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탄성파 시험 수행으로 획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탄성파시험은 선형한계 변형률 이하의 저변형률 영역(<0.001 %의 전단변형율)에서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도출하는 시험으로 크로스홀, 다운홀, 업홀, SPS 검층 등의 공내 탄성

파 시험법과 SASW, HWAW, MASW 등의 표면파 기법이 있다.

 1) 공내 탄성파 시험법

 ① 크로스홀 시험

  크로스홀 시험은 지반의 P파 속도 및 S파 속도를 깊이별로 측정할 수 있는 현장 시험법

이다(Stokoe and Hoar, 1978). 시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 3m 간격의 2개 또는 3개의 시

추공을 필요로 하며, 시추공이 함몰되지 않도록 PVC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탄성

파의 전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벤토나이트나 그라우팅제에 의한 PVC 케이싱과 인접 지

반 매질과의 완전한 커플링이 확보되어야 한다.

  크로스홀 시험은 그림 7에서와 같이 하나의 시추공에서 체적파를 발생시키고 그 체적파가 

지반 매질을 수평방향으로 전파하여 다른 시추공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체적파의 전

파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탄성파를 발생시키는 발진원과 탄성파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동일 심도에 설치하여 탄성파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측정심도는 일반적으로 0.5m 씩 표층에

서 지반 하부로 증가시킨다. 이렇게 여러 심도에서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여, 깊이별 탄성파

속도 주상도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대전단탄성계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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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운홀 시험

  다운홀 시험장비는 크게 지표면 가진원(가진판, 헤머, 트리거), 지중 감지기(3성분 속도계, 

공벽 고정장치), 신호 획득 및 저장 장치(오실로스코프)로 구성되어 있다. 다운홀 시험은 그

림 8에서와 같이 시추공으로부터 2m~3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 지표면 가진원을 통하여 

지반에 지진파의 거동과 유사한 수평방향 운동을 하는 전단파(SH파)를 가하거나 압축파(P파)

를 발생시켜 지중에 있는 감지기를 통하여 가진원으로부터 지반을 통과하여 들어온 탄성파 

신호를 획득, 탄성파 도달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다운홀 시험은 한 개의 시험공을 필요로 하나 일반적으로 지반조사 시 굴착하는 

기존의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제작하여 다운홀 시험 수행이 가능하므로 인접하여 추가로 시

험공을 하나 더 설치하여야 하는 크로스홀 시험에 비해 경제성이 좋다. 간단한 표면 가진원

을 사용하여 시험수행이 매우 용이하며 결과 도출의 신뢰성 또한 비교적 양호하다. 

그림 7 크로스홀 시험법

(Richard et al, 1972)

그림 8 다운홀 시험 개요도   

       및 획득 신호

 ③ 부유식 음파 검층법(Suspension PS logging)

  부유식 음파 검층법은 발진기와 수진기를 일련의 Probe에 연결하여 보링공 내의 각 심도

별로 구간 전파 시간을 측정하여 지반의 P파와 S파의 속도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부유식 음파 검층법을 통하여 지반의 동적 물성치 즉, 포아송비(ν), 전단탄성계수, 탄성계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S파 속도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측정한 기록파형

은 디스크에 디지털 수치로 저장하고, 이 디스크를 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파와 P파

로 분리한다. 수진기는 발진기의 상부에 필터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의 수진기 사이

는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두 수진기 사이의 구간의 도달시간 차이를 구하게 된다면 그 

구간의 속도는 도달시간 차이의 역수가 된다. P파 속도와 S파 속도를 측정하여 각 지층의 

지반설계 및 내진 설계의 필수적인 포아송비, 전단탄성계수 및 탄성계수 등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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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uspension PS Logging

 

 2) 표면파 탄성파 시험법

  표면파기법이란 표면파의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지반 구성재료의 파속도와 강성을 파악하

는 현장시험법이다. 표면파의 에너지는 깊이방향으로 표면으로부터 지수함수적인 감쇠를 나

타내며 파 에너지의 대부분은 거의 한 파장에 해당되는 깊이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층

구조의 지반에서 표면파시험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층 두께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는 파에 의

한 입자거동은 첫 번째 층에만 국한하므로, 파의 속도는 첫 번째 층의 강성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파장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거동은 첫 번째 층 하부의 지층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층상구조 매질에서 파의 전파속도는 파장의 길이(또는 주파수)에 따

라 변하는 분산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파장길이에 대한 표면파속도를 측정하여 깊이에 

따른 각 층의 강성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Richart et al., 1970).

  현장에서 표면파시험의 목적은 넓은 범위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두 개의 감지기 사이의 

위상각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험기기의 구성은 가진원과 두 개의 감지기 그리고 동적

신호분석기(dynamic signal analyzer)로 구성된다. 가진원과 감지기는 가진원으로부터 발생한 

응력파가 첫 번째 감지기와 두 번째 감지기 사이를 전파하는 신호를 계측할 수 있도록 일직

선상에 배치한다. 가진원은 동적 하중을 지표면에 발생시킬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

며, 가진원에 의하여 발생된 응력파는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수직방향 진동 

계측을 위한 속도계 또는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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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면파시험의 기본장비 배치도

 ①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 시험

  대표적인 표면파 시험기법 중에 하나로서, 2개이 감지기를 지표면에 설치하고, 지표면에서 

가진된 표면파의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지반의 깊이별 전단파속도 분포를 획득하는 시험 기

법이다.

 

그림 11 SASW 시험 기법 모식도

 ② MASW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시험

  시험 수행 및 해석 절차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표면파 시험

기법으로, 다중채널 수신기를 이용함으로써 패턴 분석과 정확한 분산곡선 산정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림 12 MASW 시험 기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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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WAW (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s) 시험

  가장 최근에 개발된 표면파시험 기법으로, 2개의 지표면 감지기에서 획득한 신호를 하모

닉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시간-주파수 맵을 도출하여 분산곡선을 획득하며, 타 기법에 비

해 짧은 가진원 거리 및 좁은 감지기 간격으로 실험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13 HWAW 시험 기법 모식도

    

(4) 전단변형률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 곡선(한국지반공학회, 2006)

  전단변형률에 정규화 전단탄성계수(G/Gmax)와 감쇠비(Damping)로 표현되는 지반의 비선

형 변형특성은 부지응답해석 시 꼭 필요한 입력변수이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 공진주 또는 

비틂전단시험을 수행한다.

  전단변형률에 따른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의 변화를 얻기 위하여 공진주 또는 비틂전단시

험을 수행한다. 공진주(Resonant Column, RC) 시험의 기본 원리는 원통형 시료가 1차모드에

서 공진이 유발되도록 하고 탄성파 전단 이론을 바탕으로 시편의 동적물성치를 평가하는 시

험 기법이다. 비틂전단(Torsional Shear, TS)시험은 비틂력을 10Hz 이하의 고정된 주파수로 

시편의 윗단부에 반복 재하하고, 이때 발생하는 시편의 비틂각을 측정하여 응력-변형률 이

력곡선을 획득하는 시험 기법이다.

  이들 시험은 저변형률(0.0001%<γ<0.001%) 및 중간변형률(0.001%<γ<0.1%) 영역에서 지반

의 비선형 동적 곡선을 가장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법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채취된 비교라 시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비교란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밀도를 고려하여 재성형된 시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시험 시 변형률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시료에 가해지는 교란 정도가 미미하므

로, 1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구속압 단계의 시험을 실시하는 단계적 시험

(Staged-testing)이 가능하다. 이때 시료가 채취된 깊이에서의 구속압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

여, 최소 3가지 구속압 단계(현장 지반 평균 주응력의 1/2, 현장 지반이 평균주응력, 현장 지

반 평균주응력의 2배)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공 후의 구속압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

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여 지반의 비선형 변형특성의 평가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문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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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진주시험 모식도 그림 15 공진주시험 결과의 해석

그림 16 비틂전단시험 모식도 그림 17 비틂전단시험 결과의 해석

그림 18 모래의 전단탄성계수 곡선(Seed 등,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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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곡선(Vucetic과 Dorby, 1991)

그림 20 세립토의 감쇠비 곡선(Vucetic과 Dorby, 1991)

(5) 액상화 상세평가를 위한 액상화 저항응력비 특성곡선(필요시)

1) 반복삼축압축시험(실내시험)으로 구하는 방법

  현재 기준에서 액상화 저항응력비 특성곡선은 실내 반복진동시험에 의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시험방법이 반복삼축압축시험이다. 이 시험은 Seed and Lee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액상화발생 가능성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복삼축압축시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상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공시체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현장지반의 동적물성은 상대밀도, 응력

상태, 결합구조, 변형률 이력 등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액상화 평

가를 위한 시험이 경우, 상대밀도나 응력상태는 실험실에서 재현이 가능하지만 그 밖의 여

러 가지 요소들은 재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으로부터 정확한 동적물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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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시료를 대상지반으로부터 채취할 때 교롼이 되지 않게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교란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상대밀도와 입도분포 그리고 No.200체 

통과 함유량에 맞춰서 재성형된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시료의 포화단계로

서 시료의 포화도는 간극수압계수, B값을 확인하여 0.97이상의 값을 가질 때 완전 포화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완전 포화된 시료에 등방 압밀과정을 통해 초기 

유효구속압을 설정하여 주며, 체적 변형율이 일정해지는 시기까지 압밀 과정을 수행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포화된 시료에 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단계이다. 가해진 축응력은 

시료에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진력을 재현하게 된다.이와 같은 시험과

정을 통해 시료의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 변위, 응력 및 응력-변형률관계 곡선 등에 대한 자

료를 얻도록 한다. 하중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반복하며 세 가지 수준 이상의 하중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여, 재하횟수-하중비 관계곡선(액상화 저항응력비 특성곡선)을 구

해야 대상 지반의 지진에 대한 전단 저항 강도비(CRR, Cyclic Resistance Ratio)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1 반복삼축압축시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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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반복삼축압축시험으로 구한 액상화 가능 곡선

 2) 표준관입시험값으로 경험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

  ① 해머효율 보정

         


×                                 (1)

  ② 유효 상재압을 보정한 N값 만들기(1기압, 101.3kPa≅100kPa 하의 저항치)

          ’

      (Liao and Whitman, 1986),  ’의 단위는 kPa       (2)

  ③ 에너지 효율과 1기압 하의 저항치로 보정한 환산 N값,  

           ×                                (3)

  ④ M=7.5 수준에서의 CRR 구하기

  세립분함유율 5% 이하에 대하여 아래의 식으로 구한다

         ’

  




 
×  







           (4)

  세립분함유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등가순수모래저항치,  를 구하고 식 (4)의 

  대신에 아래의 식 (5)로 구한  를 대신 입력하여 CRR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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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 (5)의 α와 β는 아래의 표 13로부터 구한다.

구 분 FC≤5% 5%<FC<35% FC≥35%

α 0 exp[1.76-(190/FC2)] 5

β 1 [0.99+(FC1.5/1000)] 12

표 13 세립질 함유율을 고려한 보정계수 (Youd et al., 2001)

  그림 23에 나타난 chart를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그림 23  에 따른 CRR (지진규모 7.5)

  ⑤ M=6.5 수준에서의 CRR 구하기(MSF 구하기)

  규모 6.5 수준의 CRR은 (4)에서 구한 규모 7.5 수준의 CRR에 규모보정계수, MSF를 곱하

여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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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NCEER(1996) 및 NCEER/NSF(1998) workshop 참여자들은 아래 그림 24의 빗금친 부분을 

MSF로 제안하고, 리히터 규모 6.5에 대해서는 MSF=1.6의 사용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식 (7)

은 빗금친 영역의 하한값을 나타내고 있다(Youd et al., 2001).

         





                                 (7)

그림 24 규모보정계수(You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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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법

- “매뉴얼 8.2.2 지반조사 보고서”와 연계

(1) 지반조사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깊이별 지층 구분(지층단면도)

 2) 지하수위

 3) 기초의 형태

 4) 시추조사 결과

 5) 지층별 지반종류(통일 분류법) 및 토성시험 결과

 6) 탄성파 시험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 결과

 7) 지반분류

 8) 액상화 발생 가능층의 여부

 9) 기초의 지지력, 지반반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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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1) 깊이별 지층 구분(지층단면도)

  그림 25의 시추주상도를 제시하여 가름하거나, 별도의 그림 26의 지층단면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5 시추주상도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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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층단면도 작성 예

 2) 지하수위

  그림 25의 시추주상도를 제시하여 가름하거나, 별도의 표 14와 같은 공별 지하수위측정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공 번
공내지하수위
< GL(-), m >

분포지층 비고

BH-1 3.5 퇴적층

BH-2 7.1 풍화토층

표 14 공별 지하수위측정 결과 작성 예

 3) 기초의 형태

  ① 기존 문헌(기초 도면)을 통해 기초의 형태를 파악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의 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시험굴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초의 형식을 확인하

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② 세부적인 기초의 평면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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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미확인 기초의 추정은 건축 당시 가장 일반적인 설계방식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는 보수적인 내진성능평가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추조사 결과

  그림 25의 시추주상도를 제시하는 것 외에, 기반암의 출현심도를 기술하고, 시추조사 총괄

결과표(표 15), 공별 지층 집계표(표 16)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내용
공번

지층층후 (m) S.P.T
(회)

지하수위
(GL –m)매립층 퇴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계

BH-1 1.4 2.4 6.5 5.7 16.0 10 3.5

BH-2 1.5 2.9 12.6 5.0 22.0 14 7.1

계 2.9 5.3 19.1 10.7 38.0 24

표 15 시추조사 총괄 결과표 작성 예

      지층 
공번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계

BH-1
0.0-1.4 1.4-3.8 3.8-10.3 10.3-16.0

16.0
1.4 2.4 6.5 5.7

BH-2
0.0-1.5 1.5-4.4 4.4-17.0 17.0-22.0

22.0
1.5 2.9 12.6 5.0

표 16 공별 지층 집계표 작성 예

 5) 지층별 지반종류(통일 분류법) 및 토성시험 결과

  채취시료의 물리적 토성시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지층별 지반 종류(통일분류법)을 표 17

과 같이 제시한다.



- 22 -

공 번
심도

(GL.-m)

함수
량
(%)

비중

액.소성한
계
(%)

입도분석(%) 통일
분류
(USCS)

LL Pl
NO.
4

NO.
10

NO.
40

NO.
200

mm
0.005

mm
0.002

BH-1

3.0 10.6 2.667 N.P N.P 67.21 63.82 39.42 18.60 - - SM

6.0 37.5 2.686 36.7 16.9 100 94.32 67.57 34.55 15.06 10.02 SC

9.0 11.1 2.673 N.P N.P 98.17 86.55 46.41 16.20 - - SM

BH-2

3.0 27.5 2.713 56.4 34.4 98.68 96.65 78.78 68.25 CH

7.5 20.0 2.682 N.P N.P 91.39 73.51 44.88 15.70 - - SM

9.0 20.6 2.687 N.P N.P 97.11 84.52 49.72 20.48 - - SM

표 17 지반종류 및 토성시험 결과 작성 예

 6) 탄성파 시험 또는 이와 동등한 시험 결과

  탄성파탐사 시험결과 및 동적물성 산정결과를 그림 27과 같이 작성 제시한다.

그림 27 탄성파탐사 및 동적물성 산정 결과 작성 예

 7) 지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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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지반을 표 18과 같이 5종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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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m/s)

 암반 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 18 지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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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를 위한 지반 및 기초의 최적 모델링 방법

2.1 얕은 기초 

(1) 얕은기초의 모델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층이 잇는 시설물에서 지하층하부에 설치되는 기초는 고정단으로 이상화한다.

2) 지상 1층 하부에 설치되는 기초는 고정단 또는 스프링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

다. 다만, 기초를 연결하는 지중보가 있는 경우에는 힌지로 간략화 할 수 있다.

3) 얕은기초는 고정단, 힌지 또는 스프링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다만, 지진하중으로 

인하여 기초로 전달되는 수평력과 모멘트로 인하여 지진 시 전체 구조계의 안정성 평가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를 엄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기초와 지반을 스프링(연직, 수

평, 회전)으로 모델링하여 전체 구조계의 동적응답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체의 강성

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기초와 지반의 실제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초를 힌지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주각 및 지중보를 기초와 함께 모델링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얕은기초의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평가요령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상부구조물 해석에서 기초의 영향을 무시하여 상부구조물 하단을 고정단으로 모델링하면 기

초면에서의 회전과 변위 발생, 그리고 지반-기초구조물 동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 경우, 설계 측면에서는 큰 설계력을 적용하게 되어 보수적인 결과를 주게 되지

만, 변위 측면에서는 기초구조물의 강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과소한 결과를 줄 수 있다. 교

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을 이용

하여 기초구조물을 등가강성행렬로 모델링한다.

2) 직접기초의 등가강성행렬은 Gazetas(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표<26>에서 구한 각 자유

도별 강성과 표<27>에서 구한 기초 근입효과 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지반의 전단

탄성계수, G값은 지반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변형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관련자료가 부족한 경우 G값은 지반의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변형

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적용한다. 관련자료가 부족한 경우 G값은 토사지반에 대하여 최

대전단탄성계수의 25%(붕괴방지수준 지진)를 적용할 수 있다. 만일 깊이에 따른 G값의 변

화를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Gazetas(1991)가 제안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G값이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G값은 수직방향의 경우 

기초면에서부터 B(정방형 기초)~2B(띠기초), 수평방향의 경우 B/2(정방형 기초)~2B/3(띠기

초), GHLWJㄴ방향의 경우 B/3(정방형 기초, 띠기초), 그리고 비틂림의 경우 B/10(정방형기

초) 깊이까지의 전단탄성계수의 평균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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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면에서의 기초 강성,  ′
수직방향, ′ 





 

수평방향, ′
(긴변을 향한 방향) 





 

수평방향, ′
(짧은 변을 향한 방향) 





 -







x축에 대한 회전,   ′ 











y축에 대한 회전,  ′ 






 

비틂에 대한 회전,  ′   
 


 

표 19 반무한 균질탄성지반 위에 놓인 강성기초의 강성 (Gazetas, 1991)

여기서,  = 기초지반의 전단탄성계수;  = 기초의 폭과 길이;
         = 기초지반 포아송비;     = x축 및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구분 근입계수,  ′
수직방향,  ′ 








 

수평방향,  
(긴변을 향한 방향) 


  

 





수평방향, ′
(짧은 변을 향한 방향) 


  

 





x축에 대한 회전,   ′ 






 




y축에 대한 회전,  ′ 







 

비틂에 대한 회전,  ′ 





표 20 반무한 균질탄성지반 위에 놓인 강성기초의 강성 (Gazetas, 1991)

여기서,  = 기초의 근입깊이;  = 기초측면과 지반의 접촉깊이(기초부가 지반에 완전히 근입된 경우 
기초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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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얕은기초의 등가강성행렬 산정하는 좌표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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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말뚝기초 

(1) 말뚝기초의 모델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지진해석을 위하여 말뚝기초를 고정단, 힌지 또는 스프링 경계조건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다만, 말뚝의 지지층 확인이 가능한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말뚝기초는 얕은

기초로 간주하여 해석을 시행한다.

2) 말뚝기초를 고정단, 힌지 또는 스프링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한다. 다만, 지진하중으로 

인하여 기초로 전달되는 수평력과 모멘트로 인하여 지진 시 전체구조계의 안전성 평가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를 엄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말뚝기초의 강성과 지반의 강

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말뚝 기초를 스프링(연직, 수평, 회전)으로 모델링하여 전체 구조계

의 동적응답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말뚝기초를 힌지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할 경우 주각 및 지중보를 기초와 함께 모델링하

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4) 말뚝기초를 스프링 경계조건 해석을 시행하는 경우 해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며, 숙련된 

지반공학기술자의 협력하에 산정될 수 있다.

(2) 말뚝기초의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평가요령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말뚝기초의 등가강성행렬 산정법에는 도표와 수식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무리말뚝 해 석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모델링의 자세한 방법은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

성능평가요령(시설안전공단, 2004) 및 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한국지반공학회, 2006)등을 참고할 

수 있다.

1) 말뚝기초의 등가강성행렬은 해설식(3.5.1)과 같이 자유도 6 (축방향 1, 횡방향 2,회전 3)의 말

뚝 강성행렬을 사용하여 기초를 모델링한다.

                            (8)

여기서,  ′ : 축방향 강성  ′  ′ :　횡방향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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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단력과 휨모멘트 간에 상호 간섭 강성

 ′ : 비틂 강성 ′′  ′ :　휨 강성

2) 그림 29에 도표와 수식 등을 이용하여 말뚝기초의 연성을 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나

타내었다. 이 절차는 단일말뚝의 축방향 및 횡방향 강성을 먼저 산정한 후 말뚝배치를 고

려하여 무리말뚝의 강성으로 합산하게 된다.

그림 29 말뚝기초를 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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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리말뚝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말뚝 등가강성행렬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단일말 뚝의 강

성을 구한후 무리말뚝의 강성으로 합산해주는 절차 없이 직접무리말뚝의  강성행렬을 산

정 할 수 있다. 해설식(9)는 2차원 기초스프링모델에 대한 기초 강성행렬을 보여준다. 무

리말뚝해석 프로그램에서 수평력을 가하게 되면 말뚝캡에는 수평변위와 회전이 함께 발생

하게 된다. 이는 말뚝 힘(F)에 대한 변위(x) 관계로서 이는 기초연성(s=x/F)을 의미한다. 그

러나 기초의 강성행렬은 변위에 대한 힘의 관계(k=F/x)이다. 그러므로 기초강성행렬(K)은 

무리말뚝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설식(9)-(15)과 같이 연성행렬(S)을 구한 후 이의 역

행렬을 취하여 산정한다. 이 때, 각 강성은 기초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부구조물 해석(기

초부를 고정단으로 모델링한 해석)에서 말뚝 푸팅부에 작용하는 하중수준에서의 할선강성 

으로 결정한다. 기초강성을 고려한 상부구조물 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진 하중수준과 고정단 

해석결과의 하중수준의 차이가 큰경우에는 하중수준이 수렴 될 때까지 기초강성 산정절차

를 반복할 수 있다.

        











  

 
 

                                                 (9)

          











  

  
  

                                                   (10)

          

∆
축하중증분

침하량증분
                                            (11)

          

∆
수평하중증분

수평변위증분
                                          (12)

          

∆
모멘트증분

수평변위증분
                                          (13)

          


수평하중증분

회전증분
                                          (14)

          

모멘트증분

회전증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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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구조물의 하부 지반 및 기초의 안전성 평가방법

3.1 상부 구조물 안전성 고려 허용변위량 

- “매뉴얼 8.4 기초의 안전성평가”와 연계

  허용침하량은 균등침하, 부등침하, 각변위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종류, 형태, 

기능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국내외에서 통용

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용침하

량을 어느 수치로 규정함은 비합리적이고, 상부구조의 구조형식, 사용재료, 용도, 중요성 및 

침하의 시간적 성격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 표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저자 구조형식
허용침하량

(mm)
허용각변형

(rad)

Baumann(1873) 철근콘크리트구조 40 -

Jenny(1885) 철근콘크리트구조 50~75 -

Purdy(1891) - 75~125 -

Simpson(1934) 철근콘크리트구조 100~125 -

Terzaghi(1935)
철근콘크리트구조 50 -

조적구조 - 1/280

Terzaghi
  & Peck(1948)

철근콘크리트구조 50 1/320

Tschebotarioff(1951) 조적구조 50~75 -

Ward
  & Green(1952)

조적구조 - 1/480

Meyerhof(1953)

철근콘크리트구조 기둥/보 - 1/300

철큰콘크리트구조 벽식 - 1/1000

조적구조 - 1/600

大崎(1956)
철근콘크리트구조

블럭구조
-

1/600
~1/1000

표 21 건축물의 허용침하량과 허용각변형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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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내진설계 공통기준 제시 액상화 기준안

- “매뉴얼 8.5 액상화 평가”와 연계

  2018년 말에 개정되는 국토교통부 관할 내진설계기준 공통편(KDS 17 10 00) 내 액상화 기

준안은 다음과 같다. 

4.7 액상화

(1) 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설계 지진 규모는 지진구역 I, II 모두 규모 6.5를 적용한다.

(3) 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4) 예비평가는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5) 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현장에서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

응력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의 비로서 정의되는 안전율로 평가한다.

(6) 진동전단응력은 구조물의 내진등급을 고려하여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고, 

진동저항전단응력은 현장시험 결과(값, 값, 값 등)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7) 본평가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액상

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

한 것으로 판정한다.

(8)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

성을 고려한다

(9) 액상화로 인해 시설물의 성능수준이 만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이에 대한 해설안(한국지진공학회, 2019(예정))은 다음과 같다.

10.7.4 예비평가를 통해 다음의 경우에는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하수위 위에 위치한 지반

(2) 지반심도가 20m 이상인 지반 (일본의 건축물 기준, 상수도 기준)

(3) 주상도상의 표준관입저항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 25 이상인 지반 (지진에 의한 전단

응력비가 0.3이하)

(4) 세립토 함유량이 30% 이상인 지반의 소성지수(PI)가 12 이상인 지반 (Boulanger and 

Idriss 2006, Bray and Sancio, 2006)

(5) 대상 지반의 입도분포곡선으로부터 액상화가 발생 가능한 입도분포영역 외에 분포하

는 경우(해설 그림 10.7.1 참조)

(6) 지진구역 II에서의 내진 2등급 구조물

(7) 기타, 경제성을 위해서 내진 2등급 구조물에서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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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흙의 입도분포 (한국지반공학회, 2006)

10.7.5  액상화 평가 절차에 대한 흐름도는 해설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대상지반의 주상도, 입도분포 등 
지반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반응답해석

지진진동특성평가
max ,  (감쇠비)

액상화 본평가

안전율 

액상화에 대해 안전
(예비평가)

액상화에 대해 안전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의 안정성 평가 
및 필요시 대책공법

Yes

 ≥  

그림 31 액상화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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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액상화 지역의 지반거동을 해석적이나 물리적으로 모형화하기 어려우므로 Seed 

and Idriss(1971)의 간편법에 기초하여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FS, Factor of Safety)을 산정

한다. 액상화 안전율은 지반의 액상화에 대한 저항력을 표현하는 진동저항전단응력비

(Cyclic Resistance Ratio, CRR)와 지진 시 지반에 발생하는 지진력을 표현하는 진동전단

응력(Cyclic Stress Ratio, CSR)의 비(FS = CRR/CSR)로 정의한다.

  
지진력을 표현한 진동전단응력비(CSR)는 해설 식(10.7.1)과 같이 산정한다.

′

 

 ′
  해설 (10.7.1)

   여기서,  : 지진 시 지반에 발생하는 진동전단응력

     : 액상화 평가지층의 해당 깊이에서의 최대가속도(부지응답해석 결과로부터 획

득)

     : 중력가속도

     : 액상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해당 깊이에서의 총 상재압

    ′ : 액상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해당 깊이에서의 유효상재압

  액상화 평가 시 설계 지진 가속도는 “10.5 설계 지반운동 결정과 지반 증폭계수”의 

내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대상지반의 주상도와 입도분포자료로부터 액상화 평가가 필요

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대상지반에 대해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한다. 이때 부지응답해석은 

설계지진규모와 유사한 3개 이상의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현장시험 결과(값, 값, 값 등)를 이용하여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표준관입시험(SPT) 값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법

표준관입시험(SPT) 결과인 N값을 이용하여 지반의 진동저항전단응력비(CRR)를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SPT 에너지비 60%에 대한 보정을 한다.

  


× 해설 (10.7.2)

   여기서, 은 에너지비 60%로 보정한 값이고, 은 SPT 장비의 에너지 효율, 은 

현장에서 측정된 타격횟수이다.

나. 유효상재압을 이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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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ao and Whitman, 1986) 해설 (10.7.3)

   여기서, 은 보정계수(단, 1.7을 초과할 수 없음)이며 ′은 유효상재압(kPa)이다.

다. 해설 식(10.7.2)와 해설 식(10.7.3)을 이용하여 현장측정 표준관입저항치를 보정한 환산

치  은 해설 식(10.7.4)와 같이 산정한다.

   ⋅ 해설 (10.7.4)

   여기서,  은 에너지 효율 60% 및 상재하중을 고려하여 보정한 값이다.

라. 산정된 보정  값으로부터 지진규모 M＝7.5 기준의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

(CRR)를 해설 그림 10.7.3을 이용하거나, 세립분함유량≤5%의 사질토에 대해서는 해

설 식(10.7.5)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세립분함유량이 5% 이상인 경우, 해설 식

(10.7.6)을 이용하여 산정된  값을 해설 식(10.7.5)의   부분에 대입하여 액

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를 산정한다. 이때, 산정된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

()는 지진규모 7.5에 대한 값이다.

′
 



  




 
⋅  






 해설 (10.7.5)

   여기서, ′
 



: M＝7.5에서 진동저항전단응력비(). 단,  ＜30

      해설 (10.7.6)

여기서, 세립분함유량을 고려한 와 값은 해설 표 22에 제시되어 있으며 FC는 200

번체 통과율이다. 

구분 FC≤5% 5%≤FC≤35% FC≥35%

 0 expFC  5

 1 FC  1.2

표 22 세립분함유량을 고려한 보정계수(You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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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현장의 액상화거동과 표준관입저항 의 상관관계(지진 규모 7.5)

마. 기존 설계기준 내에서는 지진규모 M＝7.5에서 구한 값에 지진의 규모에 대한 보정계

수(MSF)를 곱하여 M＝6.5로 환산해야 한다. NCEER(1996) 및 NCEER/NSF(1998) 

workshop 참여자들은 해설 그림 10.7.4의 빗금친 부분을 MSF로서 제안하고 있다. 해

설 식(10.7.7)은 빗금친 영역의 하한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Youd et al., 2001). 따라서, 지진규모 M=6.5에 대해서는 MSF＝1.44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10.7.7)

그림 33 규모보정계수(You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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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반의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가 산출되면 지진력에 의한 진동전단응력비는 해

설 식(10.7.1)과 같이 산정하고 10.7.7절에 따라 액상화를 평가한다.

(2) 콘관입시험(CPT) 시험결과를 이용한 액상화 평가법

액상화 평가 이전에 시료채취가 이루어져, 평가하고자 하는 흙에 대한 입도분포 및 세립

분함유량에 대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Stark and Olson(1995)의 방법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CRR)를 산정한다.

가. 유효상재압에 대한 보정을 위해 유효상재압 보정계수를 해설 식(10.7.8)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해설 (10.7.8)

   여기서, ′ : 액상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깊이에서 유효상재압

 : 대기압

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콘의 선단지지력 값을 보정한 값을 해설 식(10.7.9)와 같이 

산정한다.

  ⋅ 해설 (10.7.9)

다. 주어진 세립분함유량 및 입도분포 특성과 위에서 산정된 값을 Stark and 

Olson(1995)의 도표에 적용하여 지진규모 M＝7.5에 대한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

()를 산정한다. Stark and Olson(1995)의 도표는 해설 그림 10.7.5와 같다.

그림 34 CPT 시험결과를 이용한 액상화 평가(Stark and Olson, 1985)

라. 지진규모 M＝7.5에서 구한 값에 보정계수(MSF)를 곱하여 M＝6.5로 환산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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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규모 환산은 해설 식(10.7.7)과 해설 그림 10.7.4를 이용한다.

마. 지반의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가 산출되면 지진력에 의한 진동전단응력비는 해

설 식(10.7.1)과 같이 산정하고 10.7.7절에 따라 액상화를 평가한다.

(3)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액상화 평가법

지반의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액상화를 평가하는 방법은 Andrus and Stokoe(1977)의 방

법을 따른다.

가. 유효상재압에 대해 보정된 전단파속도 을 해설 식(10.7.10)과 같이 계산한다.

  ′
 



해설 (10.7.10)

   여기서,  : 보정되기 전 측정된 지반의 전단파 속도

  ′ : 액상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깊이의 총 유효상재압

 : 대기압

나. 주어진 세립분함유량에 대하여 값을 산정한다.

세립분함유량＜5%인 경우, ＝220m/sec

세립분함유량＞20%인 경우, ＝210m/sec

세립분함유량＞35%인 경우, ＝200m/sec

다. 지진규모 M＝7.5에 대한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를 해설 식(10.7.11)을 이

용하여 산정한다.

  
 



 








 


 해설 (10.7.11)

  여기서, 와 는 곡선적합매개변수(curve fitting parameter)이며 ＝0.022, ＝2.8을 사

용한다.

라. 지진규모 M＝7.5에서 구한 값에 보정계수(MSF)를 곱하여 M＝6.5로 환산한다. 이때 

지진규모 환산은 해설 식(10.7.7)과 해설 그림 10.7.4를 이용한다.

마. 지반의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가 산정되면 지진력에 의한 진동전단응력비는 해

설 식(10.7.1)과 같이 산정하고 10.7.7절에 따라 액상화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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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지반의 액상화 진동저항전단응력비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저항응력비의 비교를 

통해 해설 식(10.7.13)과 같이 안전율 F를 산정하여 액상화를 평가한다. 본평가에서 액상

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대책공법을 마련한다. 1.0 이상인 경우에는 액상화

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액상화 안전율 :

 ′지진 진동  전단응력비 

′액상화 전단저항응력비  해설 (10.7.13)

액상화 안전율 의 평가기준 :

≥1.0 : 액상화에 대하여 안전

＜1.0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평가 후 필요시 대책공법 적용

10.7.8 본평가에서 안전율이 1.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여도 액상화에 따른 구조물의 피

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구조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성을 고려

하여 액상화에 따른 대상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책공법의 적용여부를 결정

한다. 평가결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상화 대책공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

(1) 액상화에 의한 대상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실내반복실험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

② 액상화 발생을 고려한 기초 지반 안전성 평가

③ 유효응력해석에 의한 동적수치해석 방법

④ 동적원심모형실험 및 1g 진동대등 모형시험을 이용하는 방법

⑤ 액상화 안전성 평가 지수에 의한 방법

⑥ 위의 방법을 병행 시행하는 방법

10.7.9 액상화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액상화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충적

층 또는 매립층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 액상화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유발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반조사에 따라 액상화 예측과 대책을 검토한다. 지역 방재계

획에 의한 광역적인 예측이 필요한 경우 지반조사를 통하여 시료의 액상화 가능을 검토

하고 이 외에도 과거 지진에 의한 액상화 이력 또는 지형 및 지질의 정보를 사전 조사하

여야 한다.

(1) 액상화 대책공법을 설계할 경우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책공법

② 대책공법의 시공범위(평면 및 단면)

③ 대책공법의 구체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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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비액상화층 두께와 액상화 지수(Liquefaction Potential Index)를 결

합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주택지 액상화 피해가능성 판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활

용하여 액상화 평가 이후 안전율이 1.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할 경우에 액상화 대책공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간략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5 비액상화층 두께를 고려한 주택지 액상화 피해 평가 흐름도

(2) 액상화 대책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과잉간극수압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 : 다짐, 고결, 치환

② 과잉간극수압을 소산시키는 방법 : 배수공법(drain재 설치), 치환

③ 위의 두 방법을 병행 시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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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LPI 지수와 비액상화 층에 따른 위험도

3.3. 액상화 평가 예제

- “매뉴얼 8.5 액상화 평가”와 연계

 본 절에서는 앞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실제 설계시 응용할 수 있는 액상화 

평가요령의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액상화 평가는 액상화 평가요령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서 시행하였다. 액상화 평가는 1) 예비평가, 2) 본평가 순으로 수행한다. 본 예제에서 수행한 

액상화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평가

  그림 37은 해석대상지반의 지반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약 6.5m까지 연약한 모래

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지층별 지반물성은 표 23과 같다.

그림 37 해석 대상 지반 지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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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심도 N치 토질분류 (%) 전단위중량
()

1.5 - 매립층 65 17.658
2.0 7 모래층 68 17.658
3.0 6 60 17.658
6.5 7 53 17.658
7.7 3 점토층 54 14.813
9.0 5 54 14.813
10.5 5 60 14.813
12.0 4 60 14.813
14.0 5 58 14.813
16.8 7 65 14.813
19.8 8 모래층 65 17.658
30.0 - 모래 자갈층 80 19.620
31.0 - 연암층 75 19.620

표 23 예제해석을 위해 가정한 지반조건 (지하수위 : 지표면과 동일)

 대상지반 시추공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모래층의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에 의

한 액상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입도분석한 결과를 곡선을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그림 38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입도분포 곡선이 액상화의 가능성이 특히 높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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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대상지반 시추공의 입도분포와 액상화 범위(<3.5)

2) 본평가

 본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액상화 본평가를 수행하였다.

①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실지진 시간이력은 장주기 Hachinohe 항, 단주기Ofunato 항, 및 

인공지진의 3가지를 이용하였다.

② 액상화 본평가시 표준관입시험 저항치는 에너지효율 6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국내 도넛 

및 오토햄머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50% 내외인 것으로 발표됨(이우진등, 1998)).

③ 액상화 평가시 평가지진규모는 6.5를 사용하였다.

④ 프로그램 입력물성 산정시 표준관입시험 저항치와 압축강도를 이용하여 전단파속 도를 산

정할 수 있는 경험식을 이용하였다.

⑤ 지반응답해석시 시추공에서의 가속도 수준은 사질토층에서 SPT-N치가 50이상일 경우와 점

성토층일 경우는 압축강도()값이 637.65 kN/m2로 제안하는 일본항만연구소(PHRI) 규정으로 연

암층 바로 상부층인 모래자갈층에서 산정하였다.

 그림 39는 시추공에서 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의 지반응답해석을 통한 깊이별 최대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반응답해석 결과, 점토층에서 지진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후의 느슨한 토사층, 매립층에서는 점진적으로 증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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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반응답해석

 표 24는 시추공에 대하여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림 40은 액상화 안전율

을 방법별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액상화 평가를 한 결과, 일부 지층에 대해 액상화 평가 결과가 안전율 1.0 이하이므로, 액상화

에 대해 불안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진파에 따른 안전율을 살펴보면, 인공지진파, 

Ofunato, Hachinohe 순으로 안전율이 크게 산정되었다. 

 본평가에서 안전율이 1.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여도 액상화에 따른 구조물의 피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구조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액상화에 따

른 대상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대책공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상화 대책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액상화에 의한 대상구조

물의 안전성 평가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실내반복실험을 이용한 액상화 평가

② 액상화 발생을 고려한 기초 지반 안전성 평가

③ 유효응력해석에 의한 동적수치해석 방법

④ 동적원심모형실험 및 1g 진동대등 모형시험을 이용하는 방법

⑤ 액상화 안전성 평가 지수에 의한 방법

⑥ 위의 방법을 병행 시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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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m)

지층
구분

수정 Seed & Idriss Seed & Idriss Eurocode

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 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 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

1.0 매
립
층

1.93 2.17 3.30 1.94 2.18 3.31 1.91 2.15 3.26

1.5 1.53 1.59 2.33 1.55 1.60 2.35 1.84 2.06 3.11

2.5

모
래
층

0.85 0.99 1.66 0.87 1.01 1.70 1.17 1.36 2.28

3.5 0.74 0.86 1.43 0.76 0.88 1.48 1.04 1.21 2.03

4.5 0.57 0.68 1.12 0.59 0.69 1.16 0.80 0.93 1.56

5.5 0.62 0.72 1.19 0.63 0.74 1.23 0.84 0.98 1.64

6.5 0.59 0.68 1.14 0.60 0.70 1.17 0.78 0.91 1.52

표 24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

그림 40 액상화 평가결과

 액상화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액상화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본 예제에서는 지

표면으로부터 약 3～5m 깊이의 사질토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 킬 수 있는 표면 압축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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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ory tamping 공법을 선정하였다. 

 액상화 향상기법인 Vibratory tamping 공법을 적용한 후 액상화 평가를 재수행하였다. 액상화 

발생 안전율이 낮은 모래층에서의 표준관입저항치는 다음의 그림 41에 의해 개량후 증가된 표

준관입저항치를 입력하여 액상화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량전 모래층에서의 표준관입저항치 N은 6 ~ 7회이며, 개량후 액상화 평가에는 그림 41에서 

다짐시간 90초에서 120초 사이에 해당하는 표준관입저항치 20회를 입력 하였다.

 그림 42는 개량후 시추공에서 Hachinohe, Ofunato 지진파의 지반응답해석을 통한 깊이별 최

대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개량후 모래층에서의 지진파는 개량전보다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지표면 최대가속도 또한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지반개량 전후에서 N값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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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개량후 지반응답해석

 표 25은 개량후 시추공에 대하여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림 42는 개량후 

액상화 안전율을 방법별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개량후 액상화 평가를 수행한 결

과, 액상화 평가 결과가 안전율 1.0 이상이므로, 액상화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심
도

지층
구분

수정 Seed & Idriss Seed & Idriss Eurocode
Hachinohe Ofunato Hachinohe Ofunato Hachinohe Ofunato

1.0 매
립
층

3.48 4.04 3.63 3.57 4.36 5.06

1.5 2.39 2.76 2.39 2.35 3.00 3.45

2.5

모
래
층

3.12 3.51 2.74 2.70 3.90 4.40
3.5 2.75 3.66 2.38 2.35 3.45 4.58
4.5 1.97 2.62 1.83 1.80 2.47 3.28

5.5 2.02 2.34 1.92 1.90 2.53 2.93
6.5 1.99 2.18 1.83 1.81 2.50 2.73

표 25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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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개량 후 액상화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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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존 구조물의 적절한 지반 보강방법

4.1. 기초 보강방법

4.1.1. 얕은기초

 얕은의 내진성능 보강에 있어서 주안점은 기초의 지지력(bearing capacity) 및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확대기초 또는 말뚝캡의 경우 기둥이나 말뚝의 항복이 일어나

기 전에 기초(footing)의 항복이 먼저 일어나게 될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초 위의 층이 미

약하기 때문에 지진력에 대한 기초의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하중에 

의해 예기치 않은 상대적으로 큰 수평변위가 발생하여 기초에 균열이 발생하고 기초는 파괴

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얕은기초 (footing)의 내진성능 보강에 있어서는 기초의 지지력과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 지반개량공법

 기존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개량은 개량공법의 시공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반

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개량효과는 뛰어나더라도 진동다짐과 같이 시공과정에서 구조

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량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지반의 개량 및 보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은 확대기초의 수직방향 

지지력 향상, 확대기초 저면에서의 수평마찰저항력 증가, 기초 주변지반에 서의 수동저항력

(passive resistance) 증가 등이다.

 기초의 지지력(bearing capacity)을 향상시키는 공법에는 제한이 따른다. 흙의 제거 및 치환

방법과 진동다짐공법 등은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공법은 기존 

시설물에 큰 피해없이 지반의 강성을 증가시켜 기초의 지지력 및 기초 저면에서의 마찰 저

항력(lateral frictional resistance)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수평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Stille (2015)는 스웨덴에서 루전시험(Lugeon test)을 기반으로 한 암반의 불연속면에 대한 

Bingham 모델의 유체 미분 유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최대 및 최소 불연속면에 대한 그라우

트 도달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림 44 참조). 이 방법은 균질한 암석에는 매

우 적합하지만 비균질 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입공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압축주입공법(compaction grouting), 침투주입공법

(permeation grouting), 사출주입공법(jet grouting) 등이 있다. 그림 45에 이를 개략적으로 도

시하였다. 압축주입공법(compaction grouting)은 다양한 지반에 적용이 가능하고, 흙의 강성

을 증대시켜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보다 깊고 강한 흙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흙, 시멘

트, 물의 혼합물을 지반에 주입하여 구근모양의 벌브(bulb)를 형성시킨다. 이와 같이 지중에 

형성된 벌브는 주변지반을 조밀하게 하고, 압력을 가하여 수평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

져온다 그러나 . 사질토에서 이와 같은 정적인 압력의 효과는 진동다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압축공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용치를 벗어나는 히빙(heaving) 또는 수평변위에 

반드시 주의를 요한다.

 침투주입공법(permeation grouting)은 화학적 주입공법(chemical grouting)이라고도 불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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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에 특히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실트질 모래나 보다 미세한 입자의 흙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사출주입공법(jet grouting)은 시멘트와 같은 안정물질을 지중에 고속으로 분사하는 방법이

다.

그림 44. 실시간 그라우팅 제어 범위(Stille, 2015)

 

그림 45. 다양한 주입공법(grouting)의 개요도

한편, 흙의 치환방법과 진동공법 등은 구조물의 침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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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의가 요구된다. 치환공법은 기존의 흙보다 강하고 조밀한 흙(시멘트-안정처리 흙)등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현장에서 충격 또는 진동다짐에 의한 지반 개량은 반드시 다짐 대상층

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하고, 진동에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2) 기초단면 확대공법

 얕은기초의 지지력 또는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독립 또는 확대기초의 크기

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얕은기초의 단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기초와 지반이 접촉하

는 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며,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장의 주변조건을 살펴서 

어떠한 방향으로의 단면 확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면의 확대를 결정할 때에

는 확대하려고 하는 기초의 단면이 지지력, 미끄러짐, 전도 등에 안전하면서도 기초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설계 기준에 안전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단

면 확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얕은기초의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지진하중의 작용시 요구되는 추가의 지지력을 얻

을 수 있고, 수평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초의 단면적이 커지면 지지력증가는 물론 수평

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므로 기존의 얕은기초를 중심으로 대칭성을 이루어 

기초의 단면적을 확장시킨다. 이때, dowel bar 또는 tie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얕은기초와 

추가 확장기초와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일체의 거동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림 46은 기초판의 

확대 및 단면보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6. 기초판의 확대 및 단면보강

(3) 콘크리트 캡 설치공법

 얕은기초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기초 위에 일정 두께를 갖는 콘크리트 캡(concrete cap)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7에 콘크리트 캡을 추가로 설치하는 개요도를 나타

내었다. 추가로 설치되는 콘크리트 캡과 기존의 기초(footing)와의 연결은 그림 47(a)에 나타

났듯이 기존의 기초에 구멍을 뚫어 철 맞춤못의 그라우팅(steel dowels grouted in drilled 

holes)을 통하여 일체화 시킨다. 또한 그림 47(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부층에 철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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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ing bars)과 프리스트레스 철근(prestress tendons)을 설치하여 부 모멘트에 대한 저

항력(negative moment capacity)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 캡의 추가설치에 의하

여 기초의 전도에 대한 저항력은 커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기둥(column)의 저면부와 기

초 상부면에서 별도의 구속이 발생하여 앵커리지 파괴(anchorage failures)에 대한 예방효과

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7. 콘크리트 캡 추가 설치에 의한 얕은기초의 보강

(4) 소구경 말뚝보강공법

 기존의 독립 또는 확대기초 아래에 소구경 말뚝보강공법을 통하여 지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존의 얕은기초가 위치한 지반의 지지력이 문제가 보다 클 경우에는 기존의 독립 또

는 확대기초 아래 및 주변에 일정깊이(지지력이 양호한 부분, 암반)까지 소구경 말뚝을 보강 

설치하여 지지력 및 수평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48에 얕은기초에서의 소구경 말

뚝보강공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직경 약 0.2m 정도의 일련의 소구경 말뚝 설치를 위한 천

공홀을 통해 주입된 시멘트 밀크가 지반내의 연약지대(파쇄층)를 통해 확산됨으로서 지반보

강 및 차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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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소구경 말뚝공법 개요

(5) 앵커 정착공법

 암반위에 기초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앵커에 의한 정착으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이 작용하면 기초저면의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력이 

충분할지라도 기초의 전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암반위에 놓인 기초의 

경우 락앵커 타이다운(rock anchor tie-down)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앵커의 인발저항에 의

하여 동적하중에 의한 변위발생이 억제되며, 주의할 점은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면 기

초가 침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인발저항력 에 의한 보강 효과만을 기대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림 49는 앵커에 의한 기초의 보강의 개념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49. 앵커에 의한 기초의 정착

(6) 기초형식 변경

 기존의 기초를 보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초 또는 기초형식의 전면 교체에 의하여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형구조물이 아닌 경우, 즉 일반 저층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기

초의 손상이 심하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보수․보강이 어려울 경우에 유압잭으로 상부구조물

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기존의 기초를 일부분 제거하고 새로운 기초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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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기초로서 지지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말뚝기초로 기초형식 자체를 변경하여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보강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가 이루어진 후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반드시 기술

적인 문제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설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것보

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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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말뚝기초

(1) 지반개량공법

 기초구조물 주변의 지반의 개량 및 보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라우팅 또는 

다짐말뚝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에 인접한 지반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말뚝기초-지반 시

스템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반의 보강방법은 액상화 보

강공법(제2장 4.2절) 및 얕은기초(제2장 4.1.1절)에서 (1)번째 항목을 참조한다.

(2) 말뚝캡 보강공법

 말뚝캡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강방법 및 기대되는 효

과는 얕은기초에 대한 보강방법(제2장 4.1.1절)에서 (3), (4) 번째 항목을 참조한다.

(3) 말뚝추가공법

 기존의 말뚝기초가 설계지진에 대하여 지지력 및 수평변위 등이 내진성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새로운 말뚝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할 수 있다. 기존의 군말뚝 및 개별말뚝 해석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지지력 및 수평변위 등이 내진성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기존의 

군말뚝에 새로운 말뚝을 추가로 설치하고, 말뚝캡을 확장함으로써 보강을 실시한다.

 말뚝캡을 확장시에는 dowel bar 또는 tie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말뚝캡과 확장될 부분이 

일체가 되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말뚝을 설치 시 상부구조물에 침하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시공에 주의한다. 그림 50에 새로운 말뚝을 추가하여 보강하는 방법의 대략적인 개념을 나

타내었다.

그림 50. 말뚝의 추가 및 말뚝캡의 확대

(4) 앵커 정착공법

 앵커의 인발저항을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말뚝캡으로부터 기초지반에 이

르는 앵커를 정착하면 앵커의 인발저항에 의하여 기초의 횡방향 저항력이 증가한다.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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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이 암반이면 락앵커를, 토사이면 쏘일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강방법은 말뚝을 

추가하는 방법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시공이 편리하므로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강방법의 대략적인 개념은 그림 49를 참조한다.

(5) 소구경 말뚝보강공법

 기존의 말뚝의 직경이 큰 경우에는 소규모 말뚝을 이용하여 말뚝의 지지력 및 수평저항력

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죽, 기존의 말뚝기초가 직경이 큰 콘크리트 말뚝 또는 대형 현장타설

말뚝일 경우, 소규모 말뚝을 기존의 말뚝 주변에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내진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51에 소규모 말뚝공법의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직경 약 20 cm 정도의 일련의 소규모 

말뚝 설치를 위한 보링을 말뚝 주변에 실시한 후, 철근을 삽입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시

공한다. 소규모 말뚝의 설치가 끝나면 기존의 말뚝에서 소규모 말뚝으로의 하중전달을 위해 

그림 51에 나타난 것처럼 스트랩(strap) 또는 개별의 타이(tie)를 사용하여 소규모 말뚝과과 

기존말뚝을 결속시킨다.

그림 51. 소규모 말뚝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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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액상화 보강공법

 4.2.1. 지하수위 저하공법

(1) 심정(Deep Wells)공법

 심정공법은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모래속의 간극수를 제거함으로써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공

법이다. 그러나 지하수위가 저하된 상태로 유지되면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또한 저하되어 지

반침하를 야기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심정공법

을 시공할 때에는 차수벽 또는 차수막을 지구경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

은 주로 대규모 굴착공사의 가설 공법 또는 터널 절취면의 보호를 위해 쓰여왔다. 이 공법

을 액상화 방지용으로 사용하려면 투수성이 큰 모래층에서 물을 배수하기 위해 오랜 기간동

안 심정을 작동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심정공법의 흐름도

(2) 배수 트렌치 공법

 액상화에 저항하기 위한 배수 공법중에서, 배수 트렌치 공법은 암거와 수로를 이용한 두 

가지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 공법 모두 원래의 지하수위를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

을 정도의 심도까지 저하시킨다. 이 공법에서 지하수위는 지진이 발생할 때 뿐만 아니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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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도 저하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림 53은 배

수 트렌치 공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 배수 트렌치의 개요도

 이 공법의 원리는 지하수위 위에 존재하는 불포화층의 두께를 증가시켜 액상화 발생의 위

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거와 수로를 통한 지하수위의 저하와 함께 제방축조를 

병행하면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평지에서, 트렌치는 원래의 지하수위보다 깊은 곳에 위

치해야하므로 암거나 수로의 끝에는 펌프와 같은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투수율이 높은 

층에서는 배수 트렌치를 통해 항시적으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정 범

위내에 지하수의 유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수율이 매우 높은 지반에서는 슬러

리 트렌치, 널말뚝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지하수의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4.2.2. 진동다짐공법

 지반에 진동하중을 가하여 사질토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켜 액상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바

이브레터리 탬퍼(vibratory tamper) 공법은 판에 진동하는 힘을 가해 사질토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표면 압축공법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3-5m깊이를 다지는데 사용된다. 이 공법

은 모래말뚝공법이나 바이브로-로드 방법 등과 병용해서 표면을 다지는데 사용된다. 장비는 

트랙션(traction)과 서스팬션(suspension) 등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트랙션 형태는 충진재를 

다지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며, 서스팬션 형태는 지진 발생시 액상화를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4.2.3. 심부혼합공법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반개량공법에는 대표적으로 심부혼합(deep 

mixing) 공법이 있다. 심부혼합공법(심층혼합처리공법)은 심부의 연약지반층에 석회, 시멘트 

등의 안정재 또는 고화재를 주입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포조란 반응 등의 고결작용에 의해 

개량체 기둥을 형성하여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화학적 지반개량 공법이다. 또한 심부혼

합공법의 일반적인 개량효과는 물리적인 연약지반개량공법의 효과에 비해 훨씬 크며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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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개량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공법의 개량효과는 교반혼합의 정도에 좌우되며, 안정재와 연

약토를 어떻게 균일하게 혼합하느냐가 개량체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림 54. 심부혼합공법의 개량작업 절차

(1) 지반개량 형태

 지반개량 형태로는 그림 55와 같이 블록형태, 벽체형태, 격자형태, 말뚝형태, 접원형태 등

을 들 수 있다.

그림 55. 지반개량 형태

 블록형태의 경우 전체 지반이 개량되는 효과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액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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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액상화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 지반의 개량이 완전한 정도까지 이뤄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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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되지 않은 지반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액상화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특징

블록 종류

일체형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효과 
전체적으로 높은 
안정성 제공.

개량지역이 다른 
개량종류보다 큼.

장시간의 공사 
기간이 필요.

개량지역은 중력식 
구조물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슷.

벽체 종류

개량된 각각의 
벽체는 서로 

연결되어 일체형으로 
높은 안정성 제공

블록종류보다 
개량지역은 작고 
비용은 낮음

장비의 정확한 
조절이 필요 

벽체사이에 존재하는 
비개량지역을 점검이 
필요. 개량지역은 
내부안정성에 의해 

결정

격자 종류 블록과 같은 효과
블록종류와 

벽체종류의 중간
시공절차가 어려움.

내력의 3차원 해석이 
필요.

말뚝 종류
수평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  안정.

짧은 공기와  작은 
개량범위로 인하여 

경제적.
Lapping이 불필요

각각의 말뚝에 대한 
안정해석이 필요.

접원 종류

수평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 안정 

주외력의 방향에서 
기둥의 열이 

안정성을 증가시킴 

블록종류에 비해 
경제적.

접원을 위한 정확한 
조절이 필요 
긴 공사기간.

전체 구조물과 
각각의 말뚝에 대한 

안정해석이
필요.

표 26 지반개량 형태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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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에 대한 적용

① 반지하 매설구조물

 지면 하부에 위치한 도로와 같은 반지하 매설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하부에 액상화된 지

반이 유입됨으로써 구조물 자체가 융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신설 구조물에 대

해서 심부혼합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양 측면과 구조물 하부지반의 고결화가 이뤄진다면 액

상화 자체가 방지될 수 있고 결국 융기에 의한 변위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적

용은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으로 야기되는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설

물의 경우 하부지반의 개량이 불가능하므로 양 측면부의 개량이 이뤄진다. 이 경우 구조물

의 주변지반과 하부지반은 고결화된 지반으로 인해 분리되며 이로 인해 응력 전달과 지반의 

운동이 단절되게 되므로 융기에 의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② 빌딩

  일반적인 빌딩의 경우 심부혼합공법에 의한 액상화 방지책은 격자형으로 개량지반을 중첩

시키는 방법, 접원에 의한 전반적인 개량, 그리고 중첩에 의한 전반적인 개량이 있다. 개량

방법과 건물기초의 구조형태는 목적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말뚝기초와 확대

기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격자형태를 중첩시킴으로써 지반을 개량하는 것은 개량지반의 

외부를 격자형으로 둘러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적인 개량지반의 외적안정성과 개

량지반 자체의 내적인 응력을 고려한 내적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 먼저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확대기초계획, 확대기초에 대한 하중분포, 격자형의 제원 및 배열, 개량지

반의 설계강도 등이 가정된다. 다음으로는 빌딩 자체의 하중으로부터 야기되는 장기하중에 

대한 외적 안정성이 검토되며 액상화 발생시 설계지진계수에 상응하는 관성력으로부터 야기

되는 단기하중에 대한 내적 안정성이 검토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정된 개량지반의 배

열, 크기, 강도 등이 외적하중에 대해 적정한가가 판별될 수 있다. 특히, 격자형 개량지반이 

기초저면과 일치하게 배열된 연속기초의 경우, 격자형 개량지반이 연속기초의 하중을 확실

하게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량지반 저부에서의 내력과 하중지지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 61 -

4.3. 기초형식별 설계 예제

4.3.1 얕은기초

(1) 기존 얕은기초의 제원, 지반 종류 및 재하조건

① 직접 기초 종류 : 콘크리트 직접 기초 ( ×)

② 직접 기초의 형상 : 정사각형 (6.0m×6.0m 그림 56 참조)

③ 지반종류 : 균질한 사질토 지반 (그림 57 참조)

④ 재하조건 : 표 39 참조

수직력(kN) 전단력(kN) 모멘트(kN․m)

10,000 3,000 19,000

표 27 . 재하조건

구분 주요 산정 공식

Dunham 공식

토립자가 둥글고 균일한 입경일 때 Ø = √12×N + 15

토립자가 둥글고 입도분포가 좋을 때 Ø = √12×N + 20

토립자가 모나고 입도분포가 좋을 때 Ø = √12×N + 25

Peck 공식 Ø = 0.3×N + 27

오오자끼 공식 Ø = √20×N + 15

도로교 시방서(1996) - 건교부 Ø = √15×N + 15 ≤ 45°

표 28. 사질토에서 내부마찰각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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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얕은기초의 단면

(2) 기존 얕은기초의 안정성 검토

1) 미끄러짐에 대한 안정성 검토

 하중의 편심거리,  



 

 ≤ 


 이므로 하중의 작용위치가 

저면의 핵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 ,  ′
 ′ ′× ′

기초저면과 지반과의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저항력,  
′ tan 이며 흙과 콘크리트

이므로   


  ∘,   이다.

그러므로,  × ′ × tan∘ 
기초바닥면에서 H=3,000kN 이므로 1.2H=3,600 kN 이다.

그러므로, F ≥ 1.2 H 이므로 미끄러짐에 대해서 안전하다.

2)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정역학 공식으로 근입깊이, 하중의 편심, 경사, 지반조건 및 지층조건을 고려한 지반의 극

한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지지력 계수  ,  ,   (그림 50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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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eyerhof 지지력계수를 구하는 도표

        ×  


     


×




×


 

     
 tan  

 tan∘ 
     


 ×


 

    




≤  이므로  





 

       ×  

       tansin   tan∘sin∘×  
     

      cot


  

×
 

      





 

      cot


  

×
 ∵  

    (도로교 설계기준 하부구조편 얕은기초의 설계를 참조)

    그러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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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
×

 

 따라서,  max





     이므로 불안전하다.

즉 지지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3)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 


 이므로 안정하다.

4) 침하량에 대한 안정성 검토

① 연직변위량

 


×


       여기서,  : 기초저면중심의 연직변위량 (m)

                : 기초저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 (N)

                : 기초의 저면적()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철도설계기준, )

  본 기초의 조건에서   ∘에서 ≒ 이므로    


     지진시  이므로

      


 


××  

      



      


 ×


 

     ∴ 



×

×


  

② 회전각

 



      여기서,  : 기초의 회전각(rad)

             : 기초저면에 작용하는 모멘트(·)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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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저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

               ·

              


              




×


∴  
×

 × 


∴ 회전으로 인한 침하량  ×sin  
 따라서, 연직 총침하량 =    

 ③ 수평변위량

  


××



      여기서,  : 기초저면의 수평변위량(mm)

              : 기초저변에 작용하는 수평력()

              : 저면반력의 작용폭(m)

                   




              : 기초의 길이(m)

              : 수평방향 전단지반반력계수() 

     

    

  


    

     

     


로 가정하면

       


× 

   ∴  



× ×


 

 허용변위량은 기초폭의 1%이지만 기초 폭이 5m를 넘는 대형 탄성체 기초의 허용변위량에 

관해서는 재하시험 데이터가 적다는 것 또 쉽게 기초의 항복변위영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등 때문에 50mm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수평변위량    이므로 안정하다.

  이상의 얕은기초는 설계지진하중이 작용시 허용변위량 및 수평저항력은 안정성 기준에 만

족하지만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은 기준안전율 2.7에 못 미치는 1.45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

지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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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강된 얕은기초의 안정성 검토

1) 얕은기초의 보강

 기존의 기초구조물이 지지력에 대하여 안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보강을 실시한다. 보

강방법으로는 기초 단면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① 기존 기초의 형상 : 정사각형 (6.0m×6.0m)

② 보강된 기초의 형상 : 정사각형 (8.0m×8.0m)

③ 재하조건 : 표 41 참조

수직력(kN) 전단력(kN) 모멘트(kN-m)

10,000 3,000 19,000

표 29. 하중 재하조건

그림 58. 보강된 기초의 형상

2) 미끄러짐에 대한 안정성 검토

 하중의 편심거리,  



 ·

 ≤ 


이므로 하중의 작용위

치가 저면의 핵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 ,  ′
 ′ ′× ′

 기초저면과 지반과의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저항력,  
′ tan 이며 흙과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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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므로   


  ∘,   이다.

그러므로,  × ′ × tan∘ 
 기초바닥면에서  이므로    이다.

그러므로, F ≥ 1.2 H 이므로 미끄러짐에 대해서 안전하다.

3)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정역학 공식으로 근입깊이, 하중의 편심, 경사, 지반조건 및 지층조건을 고려한 지반의 극

한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지지력 계수  ,  ,   (내부마찰각   ∘)

        ×  


     


×




×


 

     
 tan  

 tan∘ 
     


 ×


 

    




≤  이므로  





 

       ×  

       tansin   tan∘sin∘×  
     

      cot


  

×
 

      





 

      cot


  

×
 ∵  

    (도로교 설계기준 하부구조편 얕은기초의 설계를 참조)

    그러므로   ×××××




××××××  

      


     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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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max





     이므로 안전하다.

     즉 지지력에 대한 보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 


 이므로 안정하다.

5) 침하량에 대한 안정성 검토 

 ① 연직변위량

 


×


       여기서,  : 기초저면중심의 연직변위량 (m)

                : 기초저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 (N)

                : 기초의 저면적(m2)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kN/m3)

       본 기초의 조건에서   ∘에서 ≒ 이므로    


       지진시  이므로

         


 


××  

         



         


 ×


 

        ∴ 



×
×


 

 ② 회전각

                                 



      여기서,  : 기초의 회전각(rad)

             : 기초저면에 작용하는 모멘트(N ․ m)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N/m3)

              : 기초저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모멘트(m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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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전으로 인한 침하량  ×sin  
 따라서, 연직 총침하량 =    

③ 수평변위량

                                  


××



   여기서,  : 기초저면의 수평변위량(mm)

           : 기초저변에 작용하는 수평력(kN)

            : 저면반력의 작용폭(m)

                   




            : 기초의 길이(m)

            : 수평방향 전단지반반력계수(kN/m3) 

     

    

  


  

     

     


로 가정하면

       


× 

   ∴ 



× ×


 

 허용변위량은 기초폭의 1%이지만 기초 폭이 5m를 넘는 대형 탄성체 기초의 허용변위량에 

관해서는 재하시험 데이터가 적다는 것 또 쉽게 기초의 항복변위영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등 때문에 50mm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수평변위량    이므로 안정하다.

 이상 얕은기초의 단면적을 확대시켜 보강한 경우 설계지진하중이 작용시 허용변위량 및 수

평저항력,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이 모두 만족되고, 침하량 및 수평변위량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에 얕은기초의 보강전과 보강후의 해석값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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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전 보강 후

연직지지력
    .7

(No good)

    
(OK)

수평저항력
  

(OK)

  
(OK)

수평변위
24.1 mm < 50 mm

(OK)
9.5 mm < 50 mm

(OK)

표 30. 얕은기초의 고강전과 보강후의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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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말뚝기초

(1) 기존 말뚝기초의 제원, 지반 종류 및 재하조건

① 말뚝종류 :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  × )

② 말뚝길이 : L = 19m

③ 말뚝직경 : B = 1.0m

④ 군말뚝 형상 : 2×3 (그림 59 참조)

⑤ 말뚝머리의 크기 : 7 m × 9 m (그림 59 참조)

⑥ 지반종류 : 그림  60 참조

⑦ 경계조건 : 말뚝머리 고정

⑧ 재하조건 : 말뚝캡에 횡방향력() 2207.25kN, 수직력() 14715kN, 

              모멘트() 10987.2kNm

그림 59. 군말뚝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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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재하조건 및 지반조건

(2) 기존 말뚝기초의 안정성 검토

1) 군말뚝 해석

     
 



       ××  ×· 

    의 결정은 다음의 반복 계산을 통하여 수렴하는 값으로 한다.

① 


을 가정 : 10m 가정

② 말뚝의 환산재하폭  





 

③ N값 결정 :  


까지의  평균값(N≒ 7, ※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산정 하여야 함)

④ 지반변형계수 추정   

⑤  


 (지진 시  )

    


×  

⑥   







⑦  






⑧ 가 와 의 함수이므로 iteration을 통하여 ②에서 ⑦까지의 과정을 수렴할 때까

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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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값은  
,   

   말뚝머리는 고정일 경우, 말뚝의 축직각방향 스프링 정수 

    
  ××× ×

    
  ××× ×

    
  ××× ×

      ××
×  ×

축방향 스프링정수() 산정을 위한 는 말뚝의 종류 및 시공법에 따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설계기준해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타입말뚝(타격공법)  

- 타입말뚝(바이브로해머공법)  

- 현장타설말뚝  

   - 내부굴착말뚝  

- 프리보링말뚝  

- 쏘일시멘트말뚝  

   현장타설말뚝이므로

         

    말뚝의 순단면적  
 






     ∴ 


×

 × ×
  ×

      × 

      


 


 

      대칭으로 배치된 연직말뚝의 경우이므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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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그러므로, 군말뚝 중에서 오른쪽 3개의 단말뚝이 받는 말뚝의 말뚝축직각 방향력은 

   ×  

  군말뚝 중에서 왼쪽 3개의 단말뚝이 받는 말뚝의 말뚝축직각 방향력은

           ×  

  말뚝 하나가 부담하는 수평방향력과 모멘트는

           





 

           ××××   ·

             


  


  ·

2) 말뚝의 극한수평지지력 산정

  개별 말뚝의 극한수평지지력을 Brom's method에 의해 산정한다.

 주어진 지반조건이 사질토이고, 말뚝머리가 고정된 장말뚝이므로

     








 









     여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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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계수(  



×
 )

      = ultimate bending stress, for concrete ≈  


      = 지반위에 돌출된 말뚝길이 = 0

        (흙의 단위중량)

      = 말뚝의 폭 = 1m

        tan

  tan


  

      따라서,  

 ×× 




×

       ∴ 

3) 말뚝의 극한지지력 산정

 개별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선단지지력과 마찰지지력을 합하여 산정한다.

선단지지력   
≤

tan에서 균질한 사질토(c=0)에 말뚝이 근입되어 있으므로 

  이다. 한계깊이는   <   이므로 선단지지력

  
tan  ×× tan  

그림 61.  마찰각에 따른 지지력 계수(Meyerhof, 1976)

  둘중의 작은값을 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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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선단지지력    ×
×

  

   마찰지지력 : 사질토에서의 마찰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 tan

   현장타설(굴착) 말뚝이므로

    

    콘크리트 말뚝과 흙의 마찰각(Aas, 1966)   


×  


×  

단위 주면마찰은 한계깊이까지  ′×∼   까지는 깊어짐에 따라 증가하

나 그이상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① 말뚝 두부(z=0)로부터 z=15m 까지 :

       
′ ′ 

       tan  × tan  
        

′ ×××


××  

 ② z=15m부터 z=19m 까지 :

         
′ ×××××  

       따라서 전체 마찰지지력     

       즉, 말뚝의 연직방향 극한지지력은

             이다.

5) 말뚝의 안정성 검토

 설계지진하중을 고려시 말뚝에 작용되는 하중과 지지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직방향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max





      : 불만족

② 수평방향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max





      : 불만족

③ 말뚝 두부변위에 대한 안정성

               : 만족

 안정성검토 결과 지진하중이 작용시 말뚝 두부변위에 대하여는 허용범위이내에서 만족하지

만 말뚝 연직방향지지력 및 수평방향지지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보강이 

필요하다.



- 77 -

(3)  보강된 말뚝기초의 안정성 검토

1) 말뚝기초의 보강

 기존의 말뚝기초가 지지력에 대하여 안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보강을 실시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말뚝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개의 말뚝이 추가로 보강된 형상을 

나타내었다. 재하조건과 지반조건은 보강전과 동일하다(그림 62 참조).

    기존의 말뚝기초 : 2×3 군말뚝 

    보강된 말뚝기초 : 2×5 군말뚝 

그림 62. 추가말뚝으로 보강된 군말뚝 형상

2) 군말뚝 해석

     
 



       ××  × ·

    의 결정은 다음의 반복 계산을 통하여 수렴하는 값으로 한다.

① 


을 가정 : 10m 가정

②  





 

③ N값 결정 :  


까지의  평균값(N≒ 7, ※ 지반조사 결과로부터 산정 하여야 함)

④ 지반변형계수 추정   

⑤  


 (지진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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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  






⑧ 가 와 의 함수이므로 iteration을 통하여 ②에서 ⑦까지의 과정을 수렴할 때까

지 반복

   결정된 값은  
,   

   말뚝머리는 고정일 경우, 말뚝의 축직각방향 스프링 정수 

    
  ××× ×

    
  ××× ×

    
  ××× ×

      ××
×  ×

    축방향 스프링정수() 산정을 위한 는 말뚝의 종류 및 시공법에 따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설계기준해설에서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타입말뚝(타격공법)  

 - 타입말뚝(바이브로해머공법)  

 - 현장타설말뚝  

 - 내부굴착말뚝  

 - 프리보링말뚝  

 - 쏘일시멘트말뚝  

 -  현장타설말뚝이므로

      

 말뚝의 순단면적   
 



×


       ∴ 


×

 ×  ×
  ×

        × 

         


 


 

   대칭으로 배치된 연직말뚝의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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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그러므로, 군말뚝 중에서 오른쪽 5개의 단말뚝이 받는 말뚝의 말뚝축직각 방향력은 

   ×  

 군말뚝 중에서 왼쪽 5개의 단말뚝이 받는 말뚝의 말뚝축직각 방향력은

          ×  

  말뚝 하나가 부담하는 수평방향력과 모멘트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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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뚝의 극한수평지지력 산정

 개별 말뚝의 극한수평지지력을 Brom's method에 의해 산정한다.

주어진 지반조건이 사질토이고, 말뚝머리가 고정된 장말뚝이므로 추가로 설치된 말뚝도 기

존의 말뚝과 동일한 형태이고 주어진 지반조건이 보강 전과 같다고 가정하면 구하는 극한수

평지지력은 보강전과 동일하다.

∴ 

5) 말뚝의 극한지지력 산정

 극한수평지지력과 마찬가지로 극한지지력 역시 보강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말뚝의 연직방향 극한지지력은   이다.

6) 말뚝의 안정성 검토

 설계지진하중을 고려시 말뚝에 작용되는 하중과 지지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직방향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max





      : 만족

② 수평방향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max





      : 만족

③ 말뚝 두부변위에 대한 안정성

               : 만족

 보강된 말뚝기초의 안정성검토 결과 말뚝 연직방향지지력 및 수평방향지지력에 대해서 모

두 만족된 결과를 나타내며, 말뚝 두부의 연직변위 역시 보강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표 43에 보강전과 보강후의 안전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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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전 보강 후

연직지지력
    

(No good)

    
(OK)

수평저항력
    

(No good)

    
(OK)

수평변위
6.27 mm < 15 mm

(OK)
3.76 mm < 15 mm

(OK)

표 31. 얕은기초의 고강전과 보강후의 안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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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마이크로파일

(1) 검토조건

1) 검토단면 

- 기초지반 지층구성 : 모래질 자갈층(2.5m), 모래질 실트층(1.5m), 모래질 자갈층(26m 이상)

- 마이크로파일 지지층 : 하부 조밀한 모래질 자갈층

- 마이크로파일 종류 : Type B3

- 마이크로파일 간격(s) : 전열 경사 마이크로파일 1.5m, 후열 수직 마이크로 파일 2.25m

마이크로파일 
종류 및 

그라우팅방법

세
분
류

드릴 케이싱 보강재 그라우트

Type A
중력식 그라우팅

A1
임시적으로 사용 또는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음
(오픈 홀 또는 오거 사용)

단일 강봉/철근, 철근망 
또는 튜브

몰탈 또는 시멘트 
그라우트를 무압방식으로 

주입
A2

영구적으로 사용
말뚝 전체길이에 대해 설치

드릴 케이싱 자체

A3
영구적으로 사용
상부에만 설치

상부 드릴 케이싱, 말뚝 
전체 길이에 대해 

강봉/철근 또는 튜브

Type B
가압식 그라우팅
(케이싱 또는 
오거 회수시 
가압그라우팅)

B1
임시적으로 사용 또는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음
(오픈 홀 또는 오거 사용)

단일 강봉/철근 또는 
튜브(철근망은 구조적 
지지능력이 작아 잘 

사용하지 않음) 드릴 케이싱 내부에 
시멘트 그라우트를 1차 
주입한 후, 케이싱을 
제거하면서 추가 

그라우트에 가압(보통 
최대 10kg/cm2) 주입

B2
영구적으로 사용
부분적으로 설치

드릴 케이싱 자체

B3
영구적으로 사용
상부에만 설치

상부 드릴 케이싱, 말뚝 
전체 길이에 대해 

강봉/철근 또는 튜브

Type C
포스트 그라우팅

(초기 
그라우팅+튜브 

설치후 전체 압력 
그라우팅)

C1

임시적으로 사용 또는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음(오픈 홀 또는 오거 
사용)

단일 강봉/철근 또는 
튜브(철근망은 구조적 
지지능력이 작아 잘 

사용하지 않음)

드릴 케이싱 내부에 
시멘트 그라우트 1차 

주입
먼저 주입한 그라우트가 
경화하기 전(약15~25분 
후)에 적어도 10kg/cm2 
정도의 압력으로 사전에 
설치한 튜브(또는 보강 

파이프)를 통해 
C2 적용하지 않음 -

표 32. 그라우팅 방법에 따른 마이크로파일의 분류(Pearlman and Wolosic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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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조건

- 최대 설계하중 : 490 kN(압축하중, 전열 경사 마이크로파일에 축방향으로 작용)

- 사용 보강재: 영구 강재 케이싱 및 강봉

- 강재 케이싱 직경 및 두께 : 141mm(9.5t)

- 강재 케이싱 항복강도 : 241,000 

- 보강재의 탄성계수 : ×

- 강봉 직경 : 43mm

- 강봉 항복강도 : 520,000

- 그라우트의 설계압축강도 : 34,500

- 천공 직경() : 0.191m(강재 케이싱 직경 +50mm 적용)

C3 적용하지 않음 - 그라우트를 추가 주입

Type D
포스트 그라우팅
((Type A 또는 
Type B)+전체 

또는 단계별 압력 
그라우팅)

D1
임시적으로 사용 또는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음
(오픈 홀 또는 오거 사용)

단일 강봉/철근 또는 
튜브(철근망은 구조적 
지지능력이 작아 잘 

사용하지 않음)

우선 Type A 및/또는 
Type B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멘트 
그라우트 주입

먼저 주입한 그라우트가 
경화한 후(수 시간 후) 
사전에 설치해 놓은 
슬리브 파이프를 통해 

추가 주입
슬리브 파이프 내의 
팩커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깊이별로 주입 실시

D2
말뚝 전체길이에 대해 
그라우트 튜브를 케이싱 

외부에 설치
드릴 케이싱 자체

D3
영구적으로 사용
상부에만 설치

상부 드릴 케이싱, 말뚝 
전체 길이에 대해 

강봉/철근 또는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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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검토단면

3) 검토 내용 

상기 설계조건에서 축방향 허용하중 및 축방향 지지력 예비검토

(2) 설계검토

1) 케이싱 설치구간 허용압축하중 산정

① 사용재료 제원

- 케이싱 외경 :  ×(부식두께 1.6mm 고려)

- 케이싱 내경 :  ×

- 케이싱 단면적 :   

 

 

- 케이싱 항복강도 :  


- 강봉 단면적 :  


- 강봉 항복강도 :  


- 그라우트 단면적 :   



  


- 그라우트 설계압축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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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재의 탄성계수 :  ×


② 허용압축하중

- 보강재의 항복강도 :  
(보강재의 변형률 적합성을 고려하여 케이

싱 항복강도()와 강봉 항복강도() 중 최소값)

- 허용압축하중 :  ×  

2) 케이싱 미설치구간 허용압축하중 산정

- 허용압축하중 :  ×× 

3) 허용지지력 산정

- 그라우트와 지반 사이의 마찰저항력 :  
(표 44를 참고하여 가정하였으며, 

자갈층에 시공된 Type B 마이크로파일에 해당되는 값의 평균치 적용)

- 설계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정착부 최소 길이 : 

 ××

×

××

 ×
 

    → 정착부 길이 =6.9m 적용

- 허용지지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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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건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실트 및 점토(일부 모래 포함)
(연약에서 중간 정도의 소성)

3.5~7.0 3.5~9.5 5.0~12.0 5.0~14.5

실트 및 점토(일부 모래 포함)
(견고, 조밀에서 매우조밀)

5.0~12.0 7.0~19.0 9.5~19.0 9.5~19.0

모래( 일부 실트 포함)
(세립, 느슨에서 중간 조밀도)

7.0~14.5 7.0~19.0 9.5~19.0 9.5~24.0

모래 (일부 실트, 자갈 포함)
(세립에서 조립, 중간에서 매우 조밀)

9.5~21.5 12.0~36.0 14.5~36.0 14.5~38.5

자갈 (일부 모래 포함)
(중간에서 매우 조밀)

9.5~26.5 12.0~36.0 14.5~36.0 14.5~38.5

빙적토( 실트, 모래, 자갈 포함)
중간에서 매우 조밀, 시멘트화)

9.5~19.0 9.5~31.0 12.0~31.0 12.0~33.5

연약한 셰일
(괴상에서 중간 정도 균열, 풍화가 거의 없는 

상태)
20.5~55.0 N/A N/A N/A

이판암, 견고한 셰일
(괴상에서 중간 정도 균열, 풍화가 거의 없는 

상태)
51.5~138.0 N/A N/A N/A

석회암
(괴상에서 중간 정도 균열, 풍화가 거의 없는 

상태)
103.5~207.0 N/A N/A N/A

사암
(괴상에서 중간 정도 균열, 풍화가 거의 없는 

상태)
52.0~172.5 N/A N/A N/A

화강암, 현무암
(괴상에서 중간 정도 균열, 풍화가 거의 없는 

상태)
138.0~420.0 N/A N/A N/A

표 33. 마이크로파일 설계를 위한 그라우트와 지반 사이의 극한마찰저항력(FHW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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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굴에 대한 안정성 검토

- 좌굴에 대한 안정성 검토시 부수적으로 케이싱만 고려

- 케이싱 단면2차 모멘트 :  

 

 

- 수평방향 탄성계수 한계값

   




 

 


 

- 상부 지반인 느슨~중간조밀한 모래질 자갈층의 수평방향 탄성계수 : 2900~76,000  

(표 45에서 느슨한 자갈층의 등가탄성계수의 값 적용)

→ 수평방향 탄성계수 추정치가 
 값보다 크므로 좌굴 고려 불필요

지반종류 등가탄성계수의 범위(
)

점토
연약

중간 견고
매우 견고

240~1,440
1,440~4,800
4,800~9,600

황토 1,440~5,750

실트 190~1,900

세립질 모래
느슨

중간 조밀
조밀

760~1,150
1,150~1,900
1,900~2,900

모래
느슨

중간 조밀
조밀

960~2,900
2,900~4,800
4,800~7,600

자갈
느슨

중간 조밀
조밀

290~7,600
7,600~9,600
9,600~19,200

표 34. 지반종류에 따른 등가탄성계수(modified after AASHTO, 2002)

(3) 마이크로파일 허용압축하중 및 허용지지력 검토결과 요약

주어진 검토조건에 대한 마이크로파일의 설계내용을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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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계
하중
(kN)

케이싱 설치구간 
허용압축하중

(kN)

케이싱 미설치구간 
허용압축하중

(kN)

축방향
허용 지지력

(kN)

좌굴
여부

군
효과

판
단

산정
내용

490 671 496 497
좌굴
없음

  
적용

OK

표 35. 마이크로파일의 허용압축하중 및 허용지지력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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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기초의 지반스프링 계수

(1) 검토조건

① 직접 기초 종류 : 콘크리트 직접 기초 ( ×)

② 직접 기초의 형상 : 정사각형 (10.0m×10.0m 그림 64 참조)

③ 지반종류 : G = 100,000kgf/cm2, v = 0.26 의 균질한 지반

(2) 사각형 단면을 갖는 기초의 경우 각 운동 성분별 원형 등가 반경을 산정한다.

 
10m

3m

10m
y

z

x

등가반지름

변위 






회전  


 (X축 로킹)

      


 (Y축 로킹)

      
  

 (Z축 로킹)

(3) 계산된 등가 반경을 사용하여 각 운동 성분별 기초강성을 산정한다.

   등가 반경을 사용한 각 운동 성분별 기초강성은 표 37에 제시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자유도 성분 기초강성 

수직 방향 병진 4GR/(1-v)

수평 방향 병진 8GR/(2-v)

비틂에 의한 회전 16GR3/3

Rocking에 의한 회전 8GR3/3(1-v)

표 36. 각 운동 성분별 기초강성

여기서, R : 등가반경, G :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v : 지반의 포와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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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강성 K는 식 x와 같이 원형 기초에 대한 기초강성 에 각 운동 성분별 형상계수 

및 근입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 기초의 형상계수,  : 기초의 근입계수

자유도 성분 등가반경(R) 기초강성(, tf/m, tf·m/rad) 비고

수직 방향 
병진

수평 방향 
병진
비틂에 

의한 회전

x축 5.643 2,594,633

y축 5.643 2,594,633

z축 5.643 3,050,447

회전
x축 5.707 66,993,654

y축 5.707 66,993,654

비틀림(z축) 5.707 99,150,608

표 37. 각 운동성분별 원형등가반경(R) 및 기초강성()산정

구분

수평변위
연직변위

(z축)

회전변위
비틀림

(z축)
x축 y축 x축 y축

 1.2 1.2 1.3 1.0 1.0 1.0

 1.7 1.7 1.3 2.0 2.0 2.5

표 38. 각 운동성분별 원형등가반경(R) 및 기초강성()산정

(5) 동적 기초강성 산정결과

   (tf/m, tf·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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