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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oil-structure interaction(SSI) effect on the seismic response of LNG storage tank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foundation. For this purpose, a typical of LNG storage tank with a diameter of 71m, which is constructed on a 30m 

thick clay layer over bedrock was selected, and nonlinearity of the soil was taken into account by the equivalent linearization method. 

Four different types of foundations including shallow foundation, piled raft foundation, and pile foundations(surface and floating types) 

were considered. In addition, the effect of soil compaction in group piles on seismic response of the tank was investigated. The 

KIESSI-3D, which is a SSI analysis package in the frequency domain, was used for the SSI analysis. Stresses in the outer tank, and 

base shear and overturning moment in the inner tank were calculated. From the comparis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made: (1) Conventional fixed base seismic responses of outer tank and inner tank can be much larger than those of considering the 

SSI effect; (2) The influence of SSI on the dynamic response of the inner tank and the outer tank depends on the foundation types; 

and (3) Change in the seismic response of the structure by soil compaction in the piled raft foundation is about 10% and its effect 

is not negligible in the seismic design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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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통형 탱크는 정수압을 매우 효과 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형식이므로 유류, 화학물질, LNG와 같은 액체의 장에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정에 지로 각 받고 있는 

LNG의 량 장을 한 LNG 수출기지 는 인수기지 건설이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다. 용량 LNG 장탱크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물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한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에 따라 용량 LNG 장

탱크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내진설계 기법의 고도

화와 함께 면진시스템의 용도 다수 연구되었다(Malhotra, 

1997; Zhang et al., 2011; Seo et al., 2014). 최근에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 structure interaction, SSI)을 

정 하게 고려한 동  해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Kim et al., 

2002; Cho et al., 2004; Sun and Cui, 2015).

LNG 장탱크의 내진설계 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효과는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API 650, 2013; ASCE / SEI 7-10, 2010; Eurocode 

8, 2006). 한 LNG 장시설은 해상으로 운반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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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SSI analysis method model used in this study 

LNG 선박의 근성 때문에 해안과 인 한 지역에 건설된다. 

일반 으로 해안인  지반의 강성은 암반보다 연약하므로 

이 같은 부지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지진응답에서 SSI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Veletsos and Tang, 1990; Kim et al., 

2002). 따라서 FSI와 SSI 효과에 한 고려는 LNG 장

탱크의 지진응답에 한 연구에서 매우 요한 연구주제이다. 

한편, LNG 장탱크의 설계 시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 이상이면 얕은 기 가 주로 사용되고, 그 이하의 경우

에는 지지력을 확보하기 해 말뚝기 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에서는 말뚝기  용 시 선단지지 말뚝기 가 많이 사용되며, 

기술  는 경제 인 이유로 말뚝지지 면기 (piled 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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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13). 말뚝기 를 설치할 경우 구조물 하부 지반의 

평균강성(즉, 지반과 말뚝의 일체 시스템)이 변화하므로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의 향에 한 실험   해석 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04; Yoo et al., 

2014; Ha et al., 2017; Park et al., 2017; Kappos and 

Sextos, 2001; Hokmabadi and Fatahi, 2016).

Yoo 등(2014)은 말뚝기 로 지지된 아 트 구조물에 하여 

동  원심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정확한 지진응답 산정을 해 

지반-기 -구조물 체를 모델링해야 함을 보고하 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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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기 의 형식에 따라 복잡한 동 거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SI의 향을 고려한 내진설계  평가가 

필요하다. Kappos와 Sextos(2001)는 교량의 하부 구조에 

한 2D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비선형 정 해석을 수행

하 고, 기  강성(말뚝의 수와 배열 조정)을 조 하여 연성

요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강진 시 교량의 반 인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 다. Hokmabadi와 Fatahi(2016)는 

진동 실험으로 검증된 FLAC3D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기

형식에 따른 지반 증폭, 상부 구조물의 단력 분포  측면

변형을 비교하고, 기  형식이 지진응답의 주요 인자임을 보 다. 

와 같은 다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LNG 장탱크는 

SSI를 고려한 3차원 해석  는 실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조탱크와 외조로 구성된 LNG 

장탱크의 3차원 해석에 한 고찰이 부족하 으며, 말뚝기

의 장 시공 시 발생 가능한 말뚝과 말뚝 사이 토층의 동다짐 

효과로 인한 지반 강성의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부족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 형식(얕은 기 , 말뚝기 , 말뚝지지 

면기 )에 따른 LNG 장탱크의 내조탱크와 외조에 한 

지진응답을 비교하 다. 추가 으로 말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동다짐으로 인한 지반 도 상승과 지반 강성의 증가 효과를 

고려한 LNG 장탱크의 동 거동에 해서도 분석하 다.

2.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FSSI) 해석 방법

2.1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방법

형 LNG 장탱크는 Fig. 1과 같이 내조탱크와 외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조탱크는 지진이 발생하 을 때 벽체에 작용

하는 동수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이러한 동수압을 고려하기 

해 설계기 에서는 충격성분(impulsive component)과 류

성분(convective component)으로 구분하고 질량-스 링모델

(mass spring model, MSM)을 이용하여 지진력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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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NG tank example(63,000 kL)

Fig. 3 Pile arrangement(total of 229 piles)

(a) Shallow foundation (b) Piled raf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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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Four different types of LNG tank foundation 

considered in this study

단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Haroun, 1980; API 650, 

2013; Eurocode 8, 2006).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원통형 

탱크를 속도포텐셜함수와 쉘(shell) 구조물의 변형 형상에 

기반한 유체 부가질량을 보 요소에 부착하고 BSM(beam stick 

model)을 작성하여 지진력을 산정하는 방법(ASCE 4-16, 

2017)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FSI 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BSM 방법을 사용하 다. BSM 방법은 단면 (shear area)

이 고려된 보 요소와 집  유체 부가질량으로 내조탱크를 모델

링하는 방법이다. 이때 보 요소의 단면 은 원통형 단면의 

단변형뿐만 아니라 쉘의 멤 인 거동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Jin et al., 2004; Kim et al., 2015). 이 연구에서는 

Kim 등(2015)이 제안한 BSM 방법으로 내조탱크의 FSI 모

델을 작성하 다. 그리고 유체의 동수압이 직 으로 작용하지 

않는 외조탱크는 3차원 쉘 요소로 모델링하 다. 

2.2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방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을 통상 인 동  해석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반의 반무한성으로 인한 지반의 동특성이 가진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은 보편 으로 진동수 역에서 수행되며 시간 역 

응답은 진동수 역 응답을 역 Fourier 변환하여 구한다. 한 

진동수 역 동 해석의 경우 선형해석에 국한되므로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려면 등가선형화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Kramer, 1996). 이 연구에서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하기 해 진동수 역에서 유한-무한요소법을 용한 SSI 

해석 로그램인 KIESSI-3D(이하 KIESSI)를 사용하 다

(Seo and Kim, 2012; Kim et al., 2016). 한 지반의 비

선형성을 고려하기 해 자유장지반에 한 등가선형 지진응

답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지반의 등가선형 물성치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용하 다.

3. 해석 사례

3.1 제구조물  지진입력

해석 제는 Fig. 2와 같은 63,000kL 용량의 LNG 장

탱크로서 LNG 장고가 19m인 내조탱크와 체높이가 

29.27m인 외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조탱크는 반경 32.5m, 

높이 20.0m, 평균 벽두께 0.02m의 강구조물이다. 외조는 반경 

34.9m, 높이 29.27m, 평균 벽두께 0.7m인 PSC 구조물이다. 

Fig. 3은 말뚝기 와 말뚝지지 면기 의 말뚝 배치도로서, 

직경이 0.75m인 강  말뚝이 총 229개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기반암 에 깊이 30m인 균질한 토층을 가정하 으며 

Fig. 4와 같은 4가지 기 형식(얕은 기 , 말뚝지지 면기 ,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을 고려하 다. 말뚝기 는 

지표면에서 부터 암반까지 30m 길이로 설치되었고, 말뚝지지 

면기 는 지표면에서 20m 아래까지 설치되었으며, 부유식 

말뚝기 는 바닥 슬래 가 지표면에서 1m 떨어져 있다. 얕은 

기 와 말뚝기 의 바닥 슬래 는 반경 35.5m, 두께 1.0m인 

RC 구조이다. 구조물  기 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1과 같고 

콘크리트 구조물(RC  PSC)의 감쇠비는 5%, 강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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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Young’s 

modulus

(kPa)

Mass 

density

(ton/m³)

Poisson’s

ratio

Damping

ratio

RC
2.70×107 2.50 0.20 0.05

PSC

Steel 2.00×10
8

7.85 0.30 0.02

LNG - 0.48 - 0.005

Table 1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LNG storage tank

Soil
Depth

(m)

Shear 

wave 

velocity

(m/s)

Mass 

density

(ton/m³)

Poisson’s

ratio

Damping

ratio

Case 1

(Clay)
30 200 1.8 0.45 0.025

Case 2

(Clay)
30 300 1.8 0.45 0.025

Bed rock - 760 2.6 - 0.01

Table 2 Soil properties of the LNG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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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put motion at bedrock outcrop(PGA:0.11g)

감쇠비는 2%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구속압 등의 효과로 

인하여 깊이별로 단 속도의 변화가 있으나, 정성 인 비교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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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입력은 기반암노두에서 정의하 고, 입력지진의 강도는 

지진구역 I과 재 주기 500년을 용(PGA=0.11g)하 으며, 

설계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행정안 부 고시 내진설계기  공통

용사항을 용하 다. Fig. 5(a)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이다. 이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인공

지진 를 Fig. 5(b)와 같이 작성하 다. 

3.2 자유장해석

Table 2와 같은 단 속도 200m/s와 300m/s의 균질한 

토지반에 한 자유장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토층의 두께는 

1.2m로 세분화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자유장해석은 SHAKE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토에 한 비선형 특성은 

Schnabel 등(1991)의 자료를 이용하 다. 등가선형 자유장

해석을 통해 얻은 두 지반조건에 한 깊이별 등가선형 지반

특성은 Fig. 6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와 같이 1차 비선형 

거동이 고려된 등가선형 지반특성을 이용하여 SSI 해석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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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quivalent linear soil profile

3.3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 해석 모델

Fig. 7은 FSSI 해석을 수행하기 해 작성된 KIESSI 해석 

모델이다. 상부 구조인 외조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 고, 내조

탱크와 유체는 보 요소에 유체부가질량이 추가된 집 질량 보 

요소로 모델링하 다. 내조탱크는 바닥 슬래 와 강체 보 요소

(rigid beam)로 연결되어 있다. 바닥 슬래 와 말뚝은 쉘 요소로 

표 되었고, 말뚝은 원 형태를 모사하기 해 팔각형 단면으로 

모델링되었다. 그리고 지반은 8-  입체요소(solid element)

로 모델링되었다. 마지막으로 Fig. 5의 지진입력을 기반암 노

두에 수평방향으로 입력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3.4 동다짐 효과를 고려한 해석

다수의 말뚝이 지반에 설치될 경우 지반의 도 증가로 지반의 

단강도와 단강성(즉, 단탄성계수)의 증가를 기 할 수 

있다. 말뚝과 말뚝 사이의 동다짐 효과를 고려하기 해 이 연구

에서는 Fig. 8과 같이 동다짐 역( 란색 음 )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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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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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llow foundation (b) Piled raft foundation (c) Pile foundation(surface) (d) Pile foundation(floating)

Fig. 7 KIESSI finite element models for structure and near-field soil of the LNG tank

(a) Piled raft foundation (b) Pile foundation(surface) (c) Pile foundation(floating)

Fig. 8 Stiffened area due to dynamic compaction in the pile group

Fig. 9 ANSYS finite element models for structure of 

the LNG tank

d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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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S
12S

dθ
r

z

12S

Fig. 10 Definitions of member forces in outer tank shell

이 역의 단탄성계수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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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 

20%, 30%인 4가지를 고려하 다. 제해석에 사용된 토층은 

단 속도 200m/s에 한 깊이별 등가선형 단 속도 분포

(Fig. 6 참조)를 이용하 다. 그리고 PGA=0.11g인 지진입

력에 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동다짐 효과를 분석하 다.

 (1)

4. 해석 결과 

4.1 단 속도에 따른 지진응답

내조탱크와 외조의 지진응답 분석에 앞서 KIESSI 해석 

모델의 검증을 해 Fig. 9와 같이 ANSYS 로그램으로 

LNG 장탱크 모델을 작성하여 고정기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지반의 단 속도가 5,000m/s인 KIESSI 해석결과와 

Fig. 11  Fig. 12와 같이 비교하 다. 이때 지진입력은 

Fig. 5(b)를 이용하 다. 고정기 조건에 해 KIESSI와 

ANSYS를 비교한 결과, 얕은 기 에서 외조(Fig. 11)의 벽체 

쉘 응력과 내조(Fig. 12)의 면 단력과 도모멘트의 차이는 

2% 이내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유식 말뚝기 에서 

외조 벽체 쉘의 응력성분에서 16.5%~27.4%의 차이가 발생

하 는데, 이는 ANSYS 모델에서는 탱크 바닥이 지표면과 

부착된 반면, KIESSI 모델에서는 지표면과 탱크 바닥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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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ximum member force profiles for outer 

tank according to soil conditions

( at =0°,  at =0°,  a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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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ase shear and overturning moment of inner 

tank according to soi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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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ransfer functions of response at ground 

surface of free-field soil

1m의 간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11은 외조 벽체에서 쉘 응력성분(Fig. 10 참조)의 최

댓값 분포이다. 쉘의 수직응력 은 외조의 하단부에서 제일 

크며 쉘의 원환응력 는 외조 벽체 최상단에서 제일 크다. 

그리고  90° 치에서 쉘의 단응력 는 외조 하단부에서 

가장 크다. 쉘의 응력성분들은 고정기 에서 가장 크며 단

속도가 작아질수록 응답이 감소하 다. 이 같은 경향의 주요 

원인은 Fig. 6에 보인바와 같이 단 속도가 작아질수록 

지반의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 등가선형 재료감쇠비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12는 KIESSI 해석 모델에서 얻어진 내조탱크의 면

단력과 도모멘트를 ANSYS 고정기  해석결과에 한 

비율로 표 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조탱크는 

지반의 단 속도가 작은 200m/s의 지반조건에서 외조와 

마찬가지로 지진응답이 크게 감소하 다. 하지만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인 경우, 내조탱크의 지진응답은 모든 기

형식에서 고정기 (암반 지반)해석과 유사하거나 크게 나타

났다. 이는 Fig.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반의 고유진동수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근 했을 때 구조물의 응답이 증폭되는 

상으로 단된다. Fig. 13에서 단 속도가 300m/s인 자유

장지반에서 기반면에 한 지표면 응답의 달함수의 첫 번째 

최고 (peak)이 내조탱크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0m/s 지반에서 내조탱크의 응답은 자유장지반의 입력

운동과 동조되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SSI 효과를 

고려할 경우, 지반의 감쇠효과(재료감쇠  방사감쇠)로 인해 

구조물의 운동에 지가 소산되어 상부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반 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자유장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근 할 경우 구조물의 응답의 증폭이 

일어날 수 있다. 

4.2 기  형식에 따른 지진응답

이 에서는 지반의 단 속도와 기 형식의 변동에 따른 

내조탱크와 외조에서 응력의 변화를 분석하 다. 지반과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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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4 Maximum member force profiles for outer 

tank depending on types of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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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ase shear and overturning moment of inner 

tank depending on types of foundation

강성이 고려된 SSI 해석결과를 SSI가 무시된 고정기  지진

응답과 비교하 다. 이때 고정기 해석은 ANSYS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지진입력으로 Fig. 5(b)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자유장지반의 기반암노두에 입력하여 구한 지표면에서의 응답을 

사용하 다. 따라서 Fig. 14와 Fig. 15에서 ANSYS 지진

응답은 SSI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응답이다.

Fig. 14는 SSI가 고려된 외조 벽체 쉘의 수직응력(), 

원환응력(), 단응력()을 비교한 그림이다.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일 때,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고정기  응답에 

비해 35.5% ~ 41.7% 작은 값을 보 고, 200m/s일 때, 구

조물의 지진응답은 29.9% ~ 33.6% 작은 값을 보 다. 한 

4가지 기 형식들  지반의 강성이 큰 300m/s의 경우, 부유

식 말뚝기 에서 응력이 다른 기 에서 보다 큰 값을 보 다. 

특히 단응력은 얕은 기  보다 약 18% 컸다. 지반의 단

속도가 200m/s인 경우, 수직  단응력은 말뚝지지 면

기 에서 제일 컸으며 그 크기는 얕은 기 의 약 1.12배 다. 

이러한 결과는 단 속도 150m/s인 지반에서 기 형식에 따른 

빌딩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한 Hokmabadi와 Fatahi 

(2016)의 경향과 유사하 다.

내조탱크의 면 단력과 도모멘트를 단 속도별로 나타

내고, SSI를 무시한 고정기  응답(ANSYS)에 한 비율로 

표 하여 Fig. 15에 정리하 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조

탱크의 지진응답은 SSI 효과를 고려할 경우 SSI를 무시한 결과 

보다 작았다.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 일 때,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SSI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47%~ 

52% 작았고, 지반의 단 속도가 200m/s 일 때,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43%~49% 작은 값을 나타냈다. 한 4가지 기

형식들  지반의 단 속도가 300m/s인 경우 면 단력과 

도모멘트는 얕은 기 에서 최댓값이 발생하지만 그 차이는 

각각 5%와 1% 이내로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반의 단

속도가 200m/s인 경우, 얕은 기 에서 구조물의 지진응답이 

제일 작고 부유식 말뚝기 에서 가장 컸지만 그 차이는 5% 이내

다.

이처럼 SSI를 고려한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SSI를 무시한 

경우 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크기와 경향은 기  형식

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물의 동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4.3 동다짐 효과에 의한 지진응답

이 에서는 말뚝기  LNG 장탱크에서 말뚝기 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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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led raft (b) Pile(surface)

(c) Pile(floating)

Fig. 16 Maximum member force profiles of outer 

tank considering dynamic compaction of soil within 

pi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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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Base shear and overturning moment of inner 

tank considering soil compaction in the pile group

과정에서 발생한 동다짐이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지반조건은 SSI 효과가 더 뚜렷이 나타난 기지반 

단 속도 200m/s인 경우를 고려하 다. 4가지 단 속도 

증가비에 해 계산된 지진응답과 동다짐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

(즉, C=1.00)에 한 결과를 비교하 다. 한편 동다짐 역의 

재료감쇠비는 Fig. 6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 다.

Fig. 16은 외조 벽체 쉘의 응력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으로 부터 동다짐 효과를 고려한 경우 외조 벽체 쉘에 

발생하는 응력은 동다짐 효과를 무시한 경우에 비해 10% 정도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동다짐의 향은 외조 벽체 쉘의 

응력들 에서 단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향은 기 형식에 계없이 찰되었다. 그리고 동다짐의 향은 

3가지 기 형식들  말뚝지지 면기 (Fig. 16(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부유식 선단지지 말뚝기 (Fig. 16(c))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동다짐으로 인한 지반강

성의 증가가 기 의 회 운동(rocking)을 억제하고 구조물-기  

시스템의 방사감쇠를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17은 내조탱크의 면 단력과 도모멘트 최댓값을 

동다짐 효과를 무시한 결과에 한 비율로 표 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면 단력은 말뚝지지 면기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다. 그리고 동다짐 효과가 면 단력과 

도모멘트에 미치는 크기는 단강성에 비례하며 그 값은 각각 

최  13%와 6% 다. 하지만 선단지지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인 경우 구조물의 면 단력과 도모멘트는 단강

성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말뚝지지 면기  설계 시 말뚝 항타에 의한 주변지

반의 동다짐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SSI 효과를 고려한 LNG 장탱크의 기  

형식(얕은 기 ,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 말뚝지지 

면기 )에 따른 지진응답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국내에 건설된 표 인 LNG 장탱크를 제로 선택하 다. 

지반은 기반암 에 두께 30m인 토층으로 가정하 으며, 지진

입력은 수직으로 입사하는 수평진동 지진 로 가정되었다. 

SSI 해석은 등가선형 물성치와 진동수 역 해석법을 사용한 

KEISSI-3D 로그램을 사용하 다. 지진응답해석 결과로 토

층의 단 속도, 기  형식별 내조탱크의 면 단력과 도

모멘트와 외조 벽체 쉘에서 응력(수직, 원환, 단)을 비교하

다. 그리고 말뚝기 의 동다짐 효과에 의한 내조탱크의 부재력 

 외조 벽체의 쉘 응력도 비교하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SSI 효과를 고려할 경우 SSI를 무시한 경우보다 외조의 

응력은 최  42%, 내조의 부재력은 최  57%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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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유장 지반의 고유진동수와 

구조물의 고정기 에 한 고유진동수가 근 하게 되면 

SSI를 고려할 경우에도 구조물의 응답이 증폭되는 경

우가 발생하 다. 따라서 LNG 장탱크의 경제 이고 

안 한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를 해서는 SSI를 

고려한 정 한 동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기  형식에 따른 내조탱크와 외조의 지진응답을 비교한 

결과, 내조탱크의 부재력은 부유식 말뚝기 에서 최 가 

발생하 고, 외조탱크의 응력은 말뚝지지 면기 에서 

최 가 발생하 다. 이로 부터 기 의 형식에 따라 SSI 

효과가 상부 구조물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말뚝의 항타로 인한 주변 지반의 동다짐 효과는 말뚝기

(지표면 식, 부유식)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반면, 말뚝지지 면기  구조물에서는 10% 이

상의 차이를 보여 그 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동다짐 효과의 향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해서는 실험   수치 인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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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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