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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on the response of LNG storage tanks to vertical seismic excit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foundation. An LNG storage tank with a diameter of 71 m on a clay layer with a thickness of 30 m upon 

bedrock, was selected as an example. The nonlinear behavior of the soil was considered in an equivalent linear method. Four types 

of foundation were considered, including shallow, piled raft, and pile foundations (surface and floating types). In addition, the effect of 

soil compaction within the group pile on the seismic response of the tank was investigated. KIESSI-3D, an analysis package in the 

frequency domain, was used to study the SSI and the stress in the outer tank was calculate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numerical 

results, we arrived at three main conclusions: (1) for a shallow foundation, the vertical stress in the outer tank is less than the fixed 

base response due to the SSI effect; (2) for foundations supported by piles, the vertical stress can be greater than the fixed base 

str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 vertical impedance due to the piles and the decrease in radiation damping; and (3) soil compaction 

had a miniscule impact on the seismic response of the ou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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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통형 탱크는 유류, 화학물질, LNG와 같은 액체의 장에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청정에 지로 각 받고 있는 LNG는 

호주와 미국의 수출 확 와 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수입 확 로 수출  인수기지 건설의 증가가 상된다

(Park, 2019). LNG 장탱크는 국가기반 시설물로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경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한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LNG 장탱크는 내륙에 비해 수출  인수에 

용이한 해안의 인 한 지역에 치하게 되고 이러한 부지의 지

반조건은 상 으로 연약하다. 그리고 연약한 부지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지진응답에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SSI)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Veletsos and 

Tang, 1990; Kim et al., 2002). 따라서 유체-구조물 상호

작용(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효과와 SSI 효과에 

한 고려는 LNG 장탱크의 지진응답에 한 연구에서 매우 

요한 연구주제이다(API 650, 2013; Eurocode 8, 2006). 

이에 따라 용량 LNG 장탱크의 내진성능을 정 하게 개선

하기 한 동 해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Kim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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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and Cui, 2015). 

한편, LNG 장탱크의 내진설계 시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 이상이면 얕은 기 가 주로 사용되고, 300m/s 이하

인 경우에는 지지력을 확보하기 해 말뚝기 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말뚝기  용 시 선단지지 말뚝기 가 많이 사용

되며, 기술  는 경제 인 이유로 말뚝지지 면기 (piled 

raft foundation)가 사용되기도 한다(Choi et al., 2012; 

Kim et al., 2013). 말뚝을 사용한 기 를 설치할 경우 구조

물 하부 지반의 평균강성(지반과 말뚝의 일체 시스템)이 변화

하므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에 한 실험   해석

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04; 

Hokmabadi and Fatahi, 2016; Ha et al., 2017; Park 

et al., 2017; Son et al., 2019).

Ha 등(2017)과 Park 등(2017)은 얕은 기 와 말뚝기 로 

지지된 LNG 장탱크(내부 유체는 집 질량으로 모델링한 

내조탱크)를 이용하여 동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기 의 

형식에 따라 복잡한 동 거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SI의 

향을 고려한 내진설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Hokmabadi와 Fatahi(2016)는 진동 실험으로 검증

된 FLAC3D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 지진입력에 해 

기 형식에 따른 지반 증폭, 상부 구조물의 단력 분포  측

면변형을 비교하고, 기 형식이 지진응답의 주요 인자임을 

보 다. 최근 Son 등(2019)은 수평방향 지진입력에 한 LNG 

장탱크 네 가지 종류의 기 형식과 말뚝의 동다짐 효과에 따른 

3차원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LNG 장탱크의 수평방향 지진

응답이 기 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말뚝의 동다짐 효과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말뚝지지 면기 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 다.

이 연구에서는 Son 등(2019)이 수행한 수평방향 지진응답 

분석에 한 연구의 연장으로 수직방향 지진입력에 하여 기

형식에 따른 LNG 장탱크의 지진응답에 해 분석하 다. 

아울러 말뚝기 의 장 시공 시 발생 가능한 말뚝과 말뚝 사이 

토층의 동다짐 효과로 인한 지반 강성의 변화를 고려한 지진응

답도 분석하 다. 이를 해 선행 연구와 동일한 네 가지 기

형식(말뚝기 (말뚝지지 면기 , 선단지지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 얕은 기 )과 지반의 단 속도를 변수로 

고려하 다.

2. 해석조건

이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기 해 

진동수 역에서 유한-무한요소법을 용한 SSI 해석 로그램인 

KIESSI-3D(이하 KIESSI)를 사용하 다(Seo and Kim, 

2012; Lee et al., 2013; Lim et al., 2016; Kim et al., 

2016).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제구조물은 Fig. 1과 같이 63 

ML 용량의 LNG 장탱크로 LNG 장고가 19m인 내조탱

크와 체높이가 29.27m인 외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조탱크는 

반경 32.5m, 높이 20.0m, 평균 벽두께 0.02m의 강구조물

이다. 외조는 반경 34.9m, 높이 29.27m, 평균 벽두께 0.7m인 

PSC 구조물이다(Son et al., 2019). Fig. 2는 말뚝기 와 

말뚝지지 면기 에 한 말뚝의 배치도를 나타낸다. 직경이 

0.75m인 강  말뚝이고, 총 개수는 229개이다. 구조물  기

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고, 콘크리트 구조물(RC  

PSC)의 감쇠비는 5%, 강구조물의 감쇠비는 2%를 사용하

다. 지반조건은 Table 2와 같이 760m/s의 기반암 에 

단 속도 200m/s(Case 1), 300m/s(Case 2)의 균질한 

토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LNG 장탱크, 

기 형식, 지반조건, 자유장해석 결과 등은 수평방향 지진응답에 

한 Son 등(2019)의 논문과 동일하다. 

Fig. 1 LNG tank example(63,000kL)

Fig. 2 Arrangement of piles(229EA)

Material

Young’s

modulus

(kPa)

Mass 

density

(Mg/m³)

Poisson’s

ratio

Damping

ratio

RC
2.70×107 23.544 0.20 0.05

PSC

Steel 2.00×108 77.008 0.30 0.02

LNG - 4.709 - 0.005

Table 1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LNG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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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llow foundation (b) Piled raft foundation

(c) Pile foundation (surface) (d) Pile foundation (floating)

Fig. 6 Four different types of LNG tank foundation 

considered in this study

Soil
Thickness

(m)

Shear 

wave 

velocity

(m/s)

Mass 

density

(Mg/m³)

Poisson’s

ratio

Damping

ratio

Case 1

(Clay)
30

200

17.658 0.48 0.025
Case 2

(Clay)
300

Bedrock ∞ 760 25.506 0.30 0.01

Table 2 Soil properties of the LNG storage tank

2.1 상부 구조물  유체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내조와 외조로 구성된 LNG 장탱크의 수직

방향 지진해석을 수행하기 해 Fig. 3과 같은 유체-구조물-

지반 상호작용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에서 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효과는 내조탱크 바닥에 작용

하는 유연성분 압력과 강체성분 압력을 나타내는 2-자유도 진

자로 근사하 으며, 두 성분에 한 집 질량  스 링 강성을 

Luft(1984)의 방법으로 계산하 다. 그리고 외조탱크는 Fig. 

4와 같이 3차원 쉘 요소로 모델링하 다. 작성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진동모드의 모드특

성은 Table 3과 같으며 외조 탱크의 수직방향 기본 모드형상은 

Fig. 5와 같다.

Fig. 3 FSSI analysis method and model used for 

seismic analysis in the vertical direction

Fig. 4 Finite element models for outer tank of the 

LNG tank

Mode No.
Freq.

(Hz)

Mass Participation Ratio
Remarks

Z-Dir.

1 3.00 0.93 inner tank

2 3.79 0.06 outer tank

Table 3 Modal properties of fixed-base LNG tank 

model for seismic analysis in the vertical direction

XY

Z

Fig. 5 Second mode shape on the tank roof

2.2 기  종류  지반 조건

이 연구에서는 기 형식에 따른 LNG 장탱크의 수직방향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기 해 Fig. 6과 같은 네 가지 기 형

식을 고려하 다. 말뚝기 는 지표면에서 부터 암반까지 30m 

길이로 설치되었고, 말뚝지지 면기 는 지표면에서 20m 

아래까지 설치되었으며, 부유식 말뚝기 는 바닥 슬래 가 지

표면에서 1m 떨어져 있다. 얕은 기 와 말뚝기 의 바닥 슬래

는 지름 71.0m, 두께 1.0m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반암 에 깊이 30m인 균질한 토층을 가정

하 으며, 일반 으로 구속압 등의 효과로 인하여 깊이별로 

단 속도의 변화가 있으나, 정성 인 비교를 하여 지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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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760m/s의 기반암 에 단 속도 200m/s, 300m/s의 

균질한 토층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2.3 입력지진

지진입력은 기반암노두에서 정의하 고, 입력지진의 강도는 

지진구역 I과 재 주기 500년을 용(PGA=0.11g)하 으며, 

설계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행정안 부 고시 내진설계기  

공통 용사항(KDS, 2018)을 용하 다. Fig. 7(a)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평방향 설계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다. 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인공지진 를 Fig. 7(b)와 같이 

작성하 다. 이로부터 수직방향 지진입력은 수평방향 지진의 

0.77배가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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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put motion in the horizontal at bedrock 

outcrop with PGA of 0.11g(Scale factor 0.77 is 

applied to obtain the vertical seismic input.)

2.4 자유장해석  기 와 지반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지반의 1차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해 등가

선형 지반특성을 이용하여 두 가지 지반조건에 한 자유장해

석을 수행하 다(Son et al., 2019). 자유장해석은 SHAKE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토에 한 비선형 특성은 Schnabel 

등(1991)의 자료를 이용하 다.

네 가지 기 형식에 따른 LNG 장탱크의 KIESSI 해석을 

한 유한요소모델을 Fig. 8과 같이 작성하 다. 이 모델의 개

발을 해 바닥 슬래 와 말뚝을 쉘 요소로 표 하 고 말뚝은 

원통 형태를 팔각기둥으로 근사하 다. 그리고 지반 역은 8-

 입체요소(solid element)로 모델링하 다. KIESSI 로

그램에서 근역지반의 유한요소모델의 측면과 바닥면에 동  

무한요소를 부착하여 지반에서 탄성 의 달특성을 묘사한다.

20 m

(a) Shallow foundation (b) Piled raft foundation

30 m 30 m

1 m

(c) Pile foundation (surface) (d) Pile foundation (floating)

Fig. 8 KIESSI finite element models for structure and 

near-field soil of the LNG tank

2.5 동다짐 효과

이 연구에서는 말뚝과 말뚝 사이 지반의 동다짐 효과를 고려

하기 해 바닥 슬래  직경과 말뚝의 깊이만큼의 동다짐 역을 

설정하고, 이 역의 단탄성계수를 증가시켰다(Son et al., 

2019). 동다짐에 의한 깊이별 단 속도 분포()는 식 

(1)과 같이 등가선형해석으로부터 계산된 단 속도 분포

()에 단 속도 증가비(C)를 곱한 값으로 정의하 다. 

이때 단 속도의 증가비(C)는 1.05, 1.10, 1.20, 1.30배

인 네 가지를 고려하 다. 제해석에 사용된 토층은 SSI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난 단 속도 200m/s에 한 깊이별 등가

선형 단 속도 분포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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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지진응답

지진응답 분석에 앞서 KIESSI 해석모델의 검증을 해 

ANSYS 로그램으로 고정기  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지

반의 단 속도가 20,000m/s인 KIESSI 모델의 결과와 비교

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이때 은 외조탱크 벽체 수직응

력이고 는 원환응력(hoop stress)이다. 서로 다른 두 로

그램에 의한 응력이 잘 일치하여 KIESSI 해석모델이 합리

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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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ismic response comparison of outer tank 

using KIESSI-3D and ANSYS

3.1 기 형식에 따른 지진응답

이 연구에서는 지반의 단 속도와 기 형식의 변동에 따른 

외조탱크에서 응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두 가지 지반조

건에 한 SSI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SSI 효과를 무시한 

응답과 비교를 해 ANSYS 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기 해

석을 수행하 고 외조탱크의 응력을 계산하여 Fig. 10에 정리

하 다. 이때 고정기 해석은 지진입력으로 Fig. 7(b)에 0.77

배한 가속도 시간이력을 자유장지반의 기반암노두에 입력하여 

구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응답을 사용하 다. 따라서 Fig. 10

에서 ANSYS 지진응답은 SSI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응답이다.

두 종류의 지반 단 속도와 외조 벽체 쉘의 높이에 따른 

수직응력()과 원환응력()의 분포를 각각 Fig. 10(a)와 

Fig. 10(b)에 나타내었다. 외조 벽체 쉘의 수직응력은 벽체 

최하단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SSI를 무시한 경우(고정기

해석, 지표면 자유장 응답을 입력 지진으로 용)의 수직응력은 

벽체 하단으로 갈수록 단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SSI를 고려할 경우, 부분은 SSI를 무시한 경우보다 최  부

재력이 감소하 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  형식과 지반조건에 

따라 SSI를 고려할 경우 최  수직응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

하 다: (1) 지반의 단 속도가 200m/s인 말뚝지지 면

기  경우; (2)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 인 부유식 말뚝

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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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ximum member force profiles for outer 

tank depending on types of foundation

외조 벽체 쉘의 원한응력은 외조 벽체와 지붕의 경계부인 외

조 벽체 최상단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Fig. 10(b)에 보인 바와 

같이 고정기 해석 시 원환응력은 SSI를 고려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 속도 200m/s일 때 얕은 기 의 원환

응력은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300m/s에서는 기 형식에 계

없이 거의 동일한 응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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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nsfer functions of shell stresses in outer 

tank wall(=2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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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ansfer functions of shell stresses in outer 

tank wall(=300m/s) 

외조 벽체의 최하단에서 구한 수직응력과 최상단에서 구한 

원환응력의 달함수를 지반의 단 속도가 200m/s와 300 

m/s인 경우에 하여 각각 Fig. 11과 Fig. 12에 나타내었다. 

수직응력과 원환응력의 달함수에서 공통 으로 두 개의 

피크(peak)가 발생하 다. 첫 번째 피크(2Hz~3Hz 사이)는 

유체-내조의 진동모드이고 두 번째 피크(4Hz 근처)는 외조의 

진동모드이다. 따라서 SSI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암반조건

( 단 속도 20,000m/s, Fig. 11과 Fig. 12에서 회색으로 

표시)에서는 유체-내조의 진동모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SSI 해석결과에서는 유체-내조와 외조가 바닥 슬래 를 통한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지반 단 속도가 

200m/s인 경우, 얕은 기 일 때 유체-내조 모드의 최고진동수

(peak frequency)가 말뚝을 사용한 기 보다 작다. 그 이유는 

말뚝이 기 의 수직방향 임피던스를 크게 하고 결과 으로 유체

-내조 모드의 최고진동수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Fig. 11에 보인바와 같이 부유식 말뚝기 에서 유체-내조 

모드의 방사감쇠가 다른 기 에 비해서 작게 나타났으며, 얕은 

기 에서 외조탱크 모드의 방사감쇠가 다른 기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  매트와 지반의 을 통해 발생하는 방사

감쇠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반 단 속도가 300m/s인 

경우, 두 모드에 한 최고진동수와 방사감쇠가 기 형식과 

계없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반의 단 속도

(강성)가 커짐에 따라 기 의 형식이 구조물의 수직방향 지진

응답에 미치는 향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2 동다짐 효과에 의한 지진응답

이 에서는 말뚝기 로 지지된 LNG 장탱크가 말뚝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동다짐이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네 가지 단 속도 증가비에 해 계산된 

지진응답과 동다짐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C=1.00)에 한 

외조 벽체 쉘의 응력 분포를 비교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외조 벽체 쉘의 수직  원환응력 분포는 수평방향 지진해석 시 

단 속도 증가비(C)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성분이 증가 는 

감소하 지만(Son et al., 2019), 수직방향 지진해석 시 세 

가지 기 형식 모두 변화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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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aximum member force profiles for outer 

tank depending on types of pile foundation(The 

stiffness increasing factor C is defined in Eq. (1))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수직방향 지진입력에 한 LNG 장탱크의 

기 형식(얕은 기 ,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 말뚝

지지 면기 )에 따른 지진응답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국내에 건설된 표 인 LNG 장탱크를 제로 선택

하 다. 지반은 기반암 에 두께 30m인 토층으로 가정하 다. 

SSI 해석은 등가선형 물성치와 진동수 역 해석법을 사용한 

KEISSI-3D 로그램을 사용하 다. 지진응답해석 결과로 기

형식별 외조 벽체 쉘에서 응력(수직, 원환)을 비교하 다. 

그리고 말뚝기 의 동다짐 효과에 의한 외조 벽체의 쉘 응력도 

비교하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얕은 기 의 경우 외조 벽체 쉘의 수직  원환응력 분

포가 고정기  해석(SSI를 무시한 경우)보다 작게 나타

났다. 이는 SSI 효과로 인하여 외조탱크 모드의 방사감

쇠가 다른 기 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말뚝을 이용한 기 (말뚝기 , 말뚝지지 면기 )의 경우, 

지반조건과 기 형식에 따라 외조 벽체 쉘의 수직응력이 

SSI 효과를 무시한 경우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말뚝이 기 의 수직방향 동  강성과 방사감쇠에 

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말뚝의 항타로 인한 주변 지반의 동다짐 효과가 수직지

진입력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미치는 향은 기 형식에 

계없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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