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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response displacement method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for the seismic design 
of underground structures. Underground structures under seismic loading will tend to deform with the 
surrounding ground, and thus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accommodate the free-field deformation without loss 
of its structural integrity. This method is pseudo-static method, and response displacement of surrounding 
ground are most important steps. In this study, the single cosine method and the equivalent linear analysis are 
applied to estimate the response displacement of the real sites, and the results of the each method are 
compared. Response analysis was also performed with respect to bedrock depth. As a results, Equivalent linear 
analysis result was larger than single cosine method. And, the relative displacement becomes lager according 
to depth of the bed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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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공동구는 일반 으로 외  단 체 량이 주변지반에 비해 작으므로 지상구조물과는 동  거동 

특성  그 지배인자가 다르다. Okamoto(1973)등은 부분의 지하구조물은 구조물의 질량에 의한 성

력보다 주변지반의 거동에 더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지진해석

방법에 한 연구는 구조물의 성력에 을 둔 지상구조물의 지진해석방법과는 달리 지반의 거동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에 한 내용을 심으로 진행되어왔다(Kuesel, 1969; Kuribayashi, 1974; 

Newmark, 1968; Wang, 1993; Sakurai and Takahashi, 1969; ). 이러한 구조  특성을 갖는 지하공동구

의 내진설계를 한 표 인 지진해석방법으로는 등가정 해석법, 응답변 법, 시간 역 는 주 수

역에서의 동 해석법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진 시 발생하는 지반 변 를 구조물에 강제 으로 

부과함으로써 지하구조물의 거동을 정 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응답변 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응답변 법의 핵심은 지진 시 지하구조물의 측벽에 작용하는 지반변 를 산정하는 것이다. 재 국내

에서 주로 이용되는 응답변  산정방법은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  연구(건설교통부, 2004)에 제시되어 

있는 단일코사인 함수법으로, 강진이 주를 이루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약진 지역인 국내에서는 그 

값이 과다하게 용되어 비경제 인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해석 상 부지의 단 속도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국내의 다층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변 를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직 력구의 경우 상부연약토층과 하부 단단한 암반층을 통과하여 구축되는 것이 일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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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깊이 방향의 경계면에 한 지반변  산정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  연구(건설교통부, 2004)에 제시되어 있는 기반지반 분류법을 이용하여 수직 력구의 기반면을 

선정할 경우, 해석하는 에 따라 서로 다른 기반면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 수직 력구가 시공되고 있는 국내의 도시 3개 부지를 선정하여 단일 코사

인 함수법과 지진응답해석 이용한 지반의 상 변 를 비교하 고 기반면의 깊이를 달리하 을 때 지반

의 상 변 를 비교 분석하 다. 

2. 지반 상대변위 산정 

개착터 이나 지하철구조물 등의 지하구조물은 지상구조물과는 달리 주변 지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

에 지진 시 주변 지반 변형에 종속되는 거동을 한다. 따라서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에서는 지반 내의 진

동  변  산정이 요한 요소이다. 특히, 수직 력구의 경우 외 의 단 체 량이 주변지반에 비해 

상 으로 작으므로 성력에 의한 하  증가는 다른 하 의 증가에 비하여 상 으로 작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하여 국내에서는 부분 응답변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응답변 법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 에 하나는 정확한 지반응답변 를 산정하는 일이다. 

응답변 는 수계산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내진설계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지반의 설계 수평 변 량의 연직방향 분포는 구조물의 주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그림 1과 같이 지반의 깊이에 따라 단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지표면 아래 깊

이 z(m) 치에서 설계지진에 의하여 발생되는 변    는 식 (1)과 같이 단일 코사인함수를 이용한 

식을 주로 사용한다(건설교통부, 2004). 

    


∙ ∙ ∙  


   (1)

여기서,   = 지표층(기반암 상부 토층) 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반면 속도응답스펙트럼(m/sec)

         = 지표층 설계 고유주기(sec)

         = 지표층 지반의 두께(m)

한편, 지진응답해석은 지반구성이 복잡하고 성질이 다른 토질을 지닌 여러 개의 층이 존재하는 경우 

Pro-Shake등과 같은 용 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변 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로그램은 구조

물이 설치되지 않은 자유장지반(free-field soil layer)의 지진응답해석을 통해서 지반의 변 를 산정하게 

된다. 지반과 구조물이 같이 존재할 경우, 구조물에 의해서 주변지반의 동 물성치 감소가 크지 않기 때

문에 지반변 는 자유장지반 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지만(H. Huo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자유장지

반의 지진응답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코사인 함수법과 비교하 다.

3. 해석 조건

3.1 해석 부지의 지반조건 

본 에서는 지반의 응답변 를 결정하기 해서 국내 도시를 심으로 수직 력구 공사가 진행 

인 3개의 표 부지를 선정하여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하여 선정된 부지는 부분 매립

토, 퇴 토, 풍화토 풍화암 는 연암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부분 지표층으로부터 10m정도 깊이에

서 암반층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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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 속도

표
층

지
반

기반

계산서상의 가정

(a) 단 속도에 따른 지층의 분할  평균 단 속도 (b) 변형형상(모드)

그림 1. 단일코사인 이론을 이용한 지 변  산정법

3.2 지반 분류 및 지반의 동적 물성치

지반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부 토층 30m의 평균 단 속도를 기 으로 분류하다. 평균 단

속도는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건설교통부, 1997), 이를 통해서 지반을 분류하 다. 표 2에서와 

같이 해석 상 지반 모두 SB, SC  지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기서,   = 토층 의 두께(m)

         = 토층 의 단 속도(m/sec)

          = 토층의 개수

지반의 고유주기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건설교통부, 1997), 해석 상 지반의 고유주기는 

0.4 미만의 단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 토층 설계 고유주기(sec)

         = 번째 토층의 두께(m)

         = 토층 개수

본 해석에서는 1차원 지진응답해석 로그램인 Pro-Shake를 이용하 으며 해석 상 부지의 단 속

도와 지반응답해석에 필요한 물성은 해석 상부지의 지반조사 자료를 참조하 다. 단변형률 크기에 

따른 정규화 단탄성계수 감소곡선  감쇠비 곡선은 Seed et al.(1986), Seed and Sun(1989), 

Idriss(1990)에 의해 제안된 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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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반의 분류(건설교통부, 2004)

지반
종류

지반상태

상부 30.0에 한 평균 지반 특성1)

평균 단 속도

  ( )

평균표 입시험2)

N  (타격수)

평균비배수 단강도

s u  (kPa)

SA 경암지반 1500 과
- -

SB 보통암 지반 760 과 1500이하

SC

매우 조 한 

토사지반 는 

연암지반

360 과 760이하 50 과 100 과

SD 단단한 토사지반 180이상 360이하 15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SE 연약한 토사지반 180미만 15미만 50미만

SF 부지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표 2. 해석 상 부지의 지반 분류  고유주기

부지A 부지B 부지C

고유주기(sec) 0.212 0.315 0.205

평균VS(m/sec) 624.5 480.0 648.6

기반암 깊이(m) -15.2 -22.5 -13.7

지반분류 SC SC SC

3.3 설계지반운동 수준 결정 및 입력지진의 결정

수직 력구의 경우 내진 1등 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므로 내진 1등  붕괴방지 수 에 한 해석을 수

행하 다. 설계지반운동 수 은 지진재해도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기

을 이용하여 설계지반운동 수 을 결정하 다. 행정구역을 기 으로 지진구역 Ⅰ구역과 험도계수는 

재 주기 1,000년에 해당하는 1.4를 용하여 보통암 노두 기 으로 0.154g를 설계지반운동 수 으로 결

정하 다. 

지진응답해석 시 사용한 지진 는 실지진 기록을 바탕으로 장주기 특성을 보이는 Hachinohe 지진

와 단주기 특성을 보이는 Ofunato지진 를 이용하 다. 

4. 지반 변위폭 산정 비교

해석 상 부지에 한 지진응답해석과 단일코사인 이론을 이용하여 지반변 를 구하 고, 이를 바탕

으로 심도별 지반의 상 변 를 구하 다. 상 변 를 구하는 것은 지하구조물에 실제 으로 향을 미

치는 것은 변 가 아니라 상 변 이기 때문이다. 그림 2에는 Pro-Shake를 이용한 해석 결과와 식 

(1)을 이용한 수계산 결과를 도시하 다. 한 수직 력구의 경우 암반층까지 시공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기반면의 깊이를 탄성 속도를 통하여 산정한 깊이와 구조물 면을 기반면으로 선정 하 을 때

의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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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일코사인 방법은 지층이 변하는 경계면에서의 지반변  증가를 악할 

수 없지만 지진응답해석 결과에 따르면 연약한 지층일수록 지반의 상 변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지반 상부층과 암반층의 강성비가 클 경우 지반의 상 변 는 단일코사인 법과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일반 으로 풍화토 경우 지표면에 가까이에 있는 토층보다 단 속도가 크고 지반 구속압

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진 시 지반의 상 변 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단일코사인 방법의 경우 

기반암 에서부터 지반변 가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풍화토에서의 지반특성을 반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반면의 깊이를 구조물 면으로 일정하게 가정하여 단일코사인(Single Cosine1)방법으로 지

반의 상 변 를 구한 결과값은 기반면의 심도를 단 속도가 760m/sec를 과하는 깊이로 가정하여 

단일코사인(Single Cosine2)방법으로 구한 지반의 상 변 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는 해

석 부지A에 해 기반암 심도에 따라서 지진응답해석을 실시한 결과 값이다. 연암층을 기반암으로 선정

할 경우 상부 연약한 지반에서의 변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기반면이 깊어질수록 지반의 변

는 증가하며, 상부층에서의 상 변  증가를 악 할 수 있다.

  

(a) 부지 A (b) 부지 B

그림 2. 지진응답해석결과 및 변위산정식으로 구한 지반응답 상대변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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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hake
15m
23m
30m

(c) 부지 C
그림 3. 부지 A의 기반암 심도에 따른 지반응답 

상대변위
그림 2. 지진응답해석결과 및 변위산정식으로 

구한 지반응답 상대변위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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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 력구 내진설계 시 국내의 다층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변 를 산정하는 방법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지반의 상 변  산정 시 지진응답해석으로 산정한 지반변 보다 단일코사인 방법으로 산정한 지

반변 가 최  2배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지진응답해석 결과가 지층변화에 따른 지반변 를 하

게 나타내고 있다. 수직 력구의 안 한 설계와 국내 다층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해 

두 가지 지반변  산정방법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연암층을 기반면으로 선정하여 지반의 응답변 를 구할 경우 상부 연약한 지층의 경계부에서 지

반변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반암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상 변 가 크게 발생하기 때

문에 수직 력구 면을 기반면으로 하여 지반변 를 구하는 것이 안 한 설계를 할 수 있고 있다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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