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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9·12 지진(규모 5.8),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규

모 5.4) 등 최근 국내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

하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포항 지진 

시에는 양덕·유강·약성 등 3개 정수장, 장량·흥해 등 2개 하수

처리장, 청하농공단지폐수처리장 등의 환경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45건의 상수관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양덕정수장의 경우 중앙제어실 건물의 내진성능평가결과가 

적정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진에 의해 내력

기둥의 30%가 철근이 돌출되는 손상을 입었고 건물 외벽이 붕

괴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시설물은 관리동과 같은 건축

구조물, 저수조 또는 액체저장탱크, 관로, 기타 설비 등의 다양

한 형식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경시설물의 

지진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중 액체저장탱

크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그 동적 거동이 많은 영향을 

받음이 해석적·실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실제 지진 시 관측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액체저장탱크의 지

진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내진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

해석 시 반드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는 액체저장탱크가 설치된 부지까

지 전파되고, 이 지진파는 기초를 통하여 내부액체에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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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show that the dynamic behavior of liquid storage tank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The effects of FSI must be rigorously considered for accurate earthquake analysis and seismic design of liquid storage tanks. 

In this study, a dynamic analysis of a rectangular liquid storage tank subjected to bi-directional earthquake ground motions is performed and its 

dynamic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with the effects of FSI rigorously considered. Hydrodynamic pressure is evaluated using the 

finite-element approach with acoustic elements and applied to the structure. The responses of the rectangular tank subjected to bi-directional 

earthquake ground motions are thus obtained. It can be observed that the incident angle of bi-directional horizontal ground motions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considered system.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must be considered in its 

seismic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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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유동시키게 된다. 내부액체의 유동은 역으로 구조물

의 진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유체-구조물 상호

작용이라고 한다. 이 상호작용에서 액체는 그 질량의 일부가 

구조물에 부가된 것처럼 거동하게 된다. 구조물의 강성이 클 

경우에는 구조물이 실제적으로 강체로 거동하므로 유체-구조

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이 구조물의 진동 및 유체의 유동에 미치는 영

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Son et al., 2019).

액체저장탱크에 지진 등에 의한 동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구

조물 내부의 유체 유동으로 인하여 유체동압력이 발생하고 자

유수면도 요동을 치게 된다. 유체동압력은 구조물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자유 수면의 변화폭도 구조물의 여

유고(freeboard)의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조구조

물의 설계 시에는 유체 동압력의 크기 및 분포 그리고 자유수

면의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 유체의 유동해석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유체의 유동으로 인해 발생한 동수압은 두 가지 성분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물과 같이 가속되는 유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 성분’과 자유수면의 출렁임(sloshing)에 의하

여 발생하는 ‘대류 성분’이다. 충격 성분은 유체 질량의 일부가 

벽체 모델에 부가질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 가능하며, 

유체의 부가질량이 벽체의 질량에 더하여지면 액체저장탱크

의 고유주기는 빈 탱크의 고유주기보다 길어지게 된다. 한편, 

대류 성분은 유체 질량의 일부가 중력스프링에 달려있고 이것

이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 가능한데, 액체 표면의 

출렁임은 벽체의 유연성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원

인은 출렁임의 고유주기가 벽체의 진동주기에 비하여 매우 길

어서 동력학적 상호작용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출렁임 높

이가 과도하게 되면 액체가 넘치거나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지

붕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탱크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액체저장탱크의 지진 거동은 유체-구조물 상

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응답과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엄

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을 엄밀히 고려하여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

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원통형 액

체저장탱크와 달리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는 대칭 구조물이 

아니므로,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그 

거동 특성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방

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에 따른 직사각형 액체저

장탱크의 지진응답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대상 시스템의 지진 거동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의 효과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는 지진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유체 동수압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이 동수압을 구조물의 유한 요소에 작용

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모사한다. 사용된 유한요소 

모형의 정확성을 여러 가지 정해와 비교하여 검증하고, 수평 

양방향 지반운동의 작용 방향을 변화시켜 가며 직사각형 액체

저장탱크 지진응답의 변화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정식화

여기에서는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운동방정식을 유도

하고자 한다.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고려하는 시스템은 탱크 

구조물과 저장 유체로 이루어져 있다.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

는 지반은 강체로 가정한다. 이 시스템에 지진 지반운동이 작

용하였을 때 저장 유체는 구조계에 동수압을 작용한다. 그러

므로 구조계의 운동방정식에 지반운동에 의한 유효 지진력과 

저장 유체의 동수압을 외력으로 가하여 전체 시스템의 지배방

정식을 유도하고자 한다.

Fig. 1에 보인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 시스템의 구조물에 작

용하는 유체의 동수압을 산정한다. 저장 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이상 유체로 가정한다. 이때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유체의 동수압이다. 유체가 구조물과 접

하는 부분에서의 경계조건과 표면파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자유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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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Fig. 1  Rectangular liquid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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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유체 경계면의 외향 단위 법선 벡터, 는 유체의 

밀도, 


은 구조물의 운동으로 인한 유체 경계면의 전체 가속

도(total acceleration), 는 중력가속도이다.

식 (2)의 경계조건을 가지는 지배방정식 (1)의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요소의 개념을 도입한다(Cook et al., 2002). 즉, 동수

압  NP와 같이(N과 P는 각각 유체의 형상함수와 

절점 압력) 이산화한 후 식 (1)과 (2)에 대응하는 functional의 

최솟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유체 유한요소 모형의 지배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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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는 구조물 유한요소의 형상함수, 는 유체 경계면

의 외향 단위 법선 벡터, U는 구조물의 절점 전체 가속도 

벡터, U는 입력 지반운동에 대한 구조물의 절점 상대 가속

도 벡터, U는 입력 지반운동 벡터이다. 식 (3d)에서 S는 유

체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연계시켜 주는 interface element의 

거동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한편, Fig. 1의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 구조물에 일반적인 

유한요소기법을 적용하여 탱크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을 식 (4)

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MUCUKUFF (4a)

F N





N PS


P (4b)

F MU (4c)

여기서, M, C , K는 각각 구조물의 질량행렬, 감쇠행렬, 강성

행렬을 의미하고, U는 구조물의 변위를 나타낸다. F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의 동수압력, F 는 구조물에 작

용하는 유효지진력을 의미한다.

식 (3)과 (4)를 결합하여 전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운

동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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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해를 구해서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직사

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을 얻을 수 있다. 

식 (5)의 구조를 살펴보면, 질량과 강성에 대응하는 시스템 

행렬들이 비대칭임을 알 수 있다. 시스템 행렬이 대칭인 것은 

유한요소법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데, 식 (5)에서는 이러

한 장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식 (2)의 경계조건을 가지는 

지배방정식 (1)의 해를 유한요소 기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 (4)의 구조물 유한요소의 자유도는 변위이지만, 식 (3)

의 유체 유한요소의 자유도는 동수압이다. 이와 같은 자유도

의 불일치는 구조물과 유체를 연계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유체의 Lagrange element가 개발

되었다(Olson and Bathe, 1983). 하지만, 이 Lagrange element

는 저장용기 내에서 유동하는 유체 문제에 대해서는 훌륭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체 내에서 진동하는 구조물 문제에 대

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Olson and Bathe, 1983).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문제에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 (3)의 유체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유체의 동수압

을 모사하고자 한다.

3. 검증 및 적용

3.1 유체 출렁임 모드의 고유진동수

위에서 유도한 유체 유한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체 액체저장탱크에 저장된 유체의 출렁임 모드의 고유진동

수를 계산한 후 이를 식 (5)의 정해(Lamb, 1945)와 비교하였다. 


 tanh (6a)

 




 


 

 


(6b)

여기서 과 은 각각  방향과  방향으로의 모드 수(mode 

number)이다. Fig. 1에 주어진 액체저장탱크에 대해 유체 출렁

임 모드의 고유진동수를 20×60×11의 8절점 유한요소를 사용

하여 계산한 후 이를 정해와 Table 1에 비교하였다. 

한편, 식 (3)의 유체 유한요소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BAQUS에 acoustic element와 interface element로 구현되어 

있다(ABAQUS, 2019). 단, ABAQUS의 acoustic element는 압

축성 유체에 대하여 구현되어 있다. 압축성 유체의 경우에는 

식 (1), (3a), (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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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체의 압축파 속도이다. ABAQUS를 사용하여 

얻은 고유진동수도 Table 1에 같이 비교하였다. 이때, 비압축

성 유체를 근사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유체의 압축파 속도는 

1,480,000 m/s로 가정하였다. 

수치해를 정해와 비교한 Table 1의 결과를 보면 이 연구에서 

구현한 유체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저장액체의 출렁임 모드의 고

유진동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식 (3)

에 주어진 유체 유한요소 정식화는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강체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구조물을 강체로 가정하였을 때,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

진 지반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압축성 유체 동수압의 정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Harou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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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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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8c)

만약 유체의 압축성을 고려하게 되면 식 (8c)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된다.

 









 (9)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강체 액체저장탱크에 발생하는 유체

의 동수압은 식 (3a)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단, 식 (3d)는 

QSU와 같이 주어진다. Fig. 2의 El Centro 지반운동의 

축 성분이 작용할 때, Fig. 1의 액체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동

수압을 식 (3a)로부터 계산한 후, 이를 식 (8)의 정해와 Fig. 3에 

비교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탄성계수 × Pa일 

때의 동수압을 식 (5)로부터 계산하여 Fig. 3에 같이 비교하였

Table 1  Natural frequencies for sloshing modes

m n
Exact

(rad/s)

This study ABAQUS

Value

(rad/s)

Relative 

error(%)

Value

(rad/s)

Relative 

error(%)

0 0 0.000 0.000 - 0.000 -

0 1 0.530 0.526 -0.696 0.530 0.040 

0 2 0.934 0.931 -0.334 0.935 0.086 

1 0 1.220 1.219 -0.056 1.222 0.146 

0 3 1.220 1.219 -0.056 1.222 0.146 

1 1 1.258 1.258 -0.033 1.260 0.143 

1 2 1.356 1.357 0.028 1.359 0.152 

0 4 1.436 1.438 0.128 1.439 0.221 

1 3 1.482 1.484 0.110 1.485 0.193 

1 4 1.615 1.618 0.205 1.619 0.255 

0 5 1.615 1.619 0.273 1.620 0.324 

1 5 1.747 1.752 0.314 1.753 0.351 

2 0 1.772 1.779 0.416 1.780 0.451 

0 6 1.772 1.779 0.416 1.780 0.451 

2 1 1.784 1.792 0.417 1.792 0.453 

2 2 1.820 1.827 0.423 1.828 0.459 

2 3 1.874 1.883 0.441 1.883 0.476 

1 6 1.874 1.883 0.441 1.883 0.476 

0 7 1.915 1.926 0.573 1.927 0.605 

2 4 1.944 1.953 0.480 1.954 0.511 

1 7 1.998 2.010 0.591 2.010 0.626 

2 5 2.023 2.034 0.543 2.035 0.574 

0 8 2.048 2.063 0.751 2.064 0.784 

2 6 2.109 2.122 0.635 2.123 0.668 

1 8 2.116 2.132 0.765 2.133 0.799 

3 0 2.172 2.193 0.952 2.193 0.987 

0 9 2.172 2.193 0.952 2.193 0.987 

3 1 2.179 2.199 0.952 2.200 0.990 

3 2 2.198 2.215 0.756 2.216 0.791 

Fig. 2  Bi-directional earthquake groun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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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구현한 유체 유한요소로부터 얻은 수치해는 

정해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는 포함하

지는 않았지만, 비압축성 유체를 근사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압축파 속도를 1,480,000m/s고 가정한 압축성 유체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도 정해와 잘 일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동일한 문제를 ABAQUS의 acoustic element만을 사용

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다. Acoustic element만 

사용하면, 지반운동에 의한 영향을 식 (2a)와 같이 유체 경계의 

flux로 고려한다. 반면에, 동일한 문제를 acoustic element와 

interface element를 함께 사용하여 해를 얻을 수 있는데, 지반

운동에 의한 강체 구조물의 운동을 직접 경계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Fig. 3에 도시된 ABAQUS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논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BAQUS의 결과는 정해

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은 현재는 명확

하지 않다. 이상의 비교로부터 ABAQUS의 acoustic element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3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구조물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즉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고

려하였을 때, 수평 양방향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에 따른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시스템의 제원과 물성치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유

체는 강체 탱크의 경우와 동일하게 20×60×11의 8절점 유한요

소를 사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

형은 4절점 쉘요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Cook et al., 2002). 

유체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유체의 유한요소망과 일치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고, 여유고 부분은 수직방향으로 2개의 유한

요소를 배치하였다. 입력지진으로는 Fig. 2의 지반운동 기록

을 사용하였다. 

우선 탱크 구조물 변위의 전달함수를 계산하였다. 이때, 구

조물의 감쇠는 등가감쇠비 5%의 hysteretic damping을 가정하

였다. Fig. 4는 장변 최상단 중앙 지점(10.4, 0, 14.9)에서의 방

향 상대변위와 장변 최하단 중앙 지점(9.8, 0, 1.2)에서의 동수

Fig. 3  Hydrodynamic pressure in a rigid tank

(a) Displacement (b) Hydrodynamic pressure

Fig. 4  Transfer functions of a flexibl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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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전달함수이다. 전달함수로부터 이 시스템의 1차와 2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3.113 Hz와 6.323 Hz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1의 출렁임 높이의 고유진동수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계의 고유 진동수와 잘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의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할 때의 응답을 계산

하였다. 이때, 구조물의 감쇠는 앞에서 구한 1차와 2차 고유진

동수에 대해 5%의 감쇠비를 주는 Rayleigh damping을 가정하

였다. Fig. 5(a)~(c)는 각각 최대 응답이 발생할 때의 구조물 변

위, 유체 동수압, 출렁임 높이의 분포이다. 비교를 위해 Fig. 

5(d)에는 유체가 없는 빈 탱크 구조물의 변위의 분포, Fig. 5(e)

와 (f)에는 강체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체 동수압, 출렁임 높이

의 분포를 포함하였다. Fig. 5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유체-구

조물 상호작용은 구조물과 유체의 동적 응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유체 출렁임 높이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출렁임 높이의 고유진동

수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계의 고유진동수와 잘 분리되어 있

기 때문이다.

Fig. 2에 보인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각을 10° 단위로 변화시켜 가며, 대

상 시스템의 동적 응답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변과 

단변 길이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1에 보인 




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와 1인 경우도 고려하였다. 

Fig. 6은 입력지반운동의 수평성분이 작용하는 방위각의 변화

에 따른 구조물 변위, 유체 동수압, 출렁임 높이 최곳값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구조물 변위와 출렁

임 높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반운동의 수평성분이 작용하는 방위각의 변화에 따라 

구조물 변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출렁임 높이는 감소하고, 

반대로 구조물 변위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출렁임 높이는 증가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증가 또는 감소 구간이 일

치하지는 않아 구조물 변위와 출렁임 높이의 최대 또는 최솟값

이 발생하는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증

가 또는 감소의 경향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내진설계 시에는 이러한 응답 특성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Fig. 1의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에 Fig. 2의 지반운동 중  

또는  방향 성분 중 하나만 입사할 때의 지진응답을 조사하였

다. 단, 일방향 지반운동은  또는  방향으로 입사할 수 있다. 

(a) Displacement (b) Hydrodynamic pressure (c) Sloshing height

(d) Displacement(empty tank) (e) Hydrodynamic pressure(rigid tank) (f) Sloshing height(rigid tank)

Fig. 5  Earthquake responses of a flexibl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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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방향 지반운동 조합에 의한 응답을 라고 하자. 

여기서 는 지반운동 성분을 의미하고, 는 일방향 지반운동

의 입사방향을 의미한다. 즉, 는  방향 지반운동을  방

향으로 입사한 것을 의미한다. 일방향 지반운동에 의한 구조물 

변위, 유체 동수압, 출렁임 높이의 최고 지진응답과 양방향 지

반운동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이 응답들의 100%-30% 조합 

및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 조합을 Table 2, 3, 4에 

정리하고, 양방향 지반운동에 의한 지진응답과 비교하였다. 

  또는 2인 경우의 지진응답은  방향 지반운동

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예제 시스템의 구조

물 변위는   에 의한 조합이   나 


 에 의한 조합보다는 더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 경우에는 구조물이 

대칭이므로 특정 100%-30% 조합을 사용했을 때 정확성이 향

상되는 것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Fig. 6에서 지반운동의 수평

Fig. 6  Variations of earthquake responses according to the angle of direction in which ground motions are applied

Table 2  Combinations of earthquake responses to uni-direction 

ground motions when 





Displacement 

(mm)

Hydrodynamic 

pressure(kPa)

Sloshing 

height(m)

Value
Error

(%)
Value

Error

(%)
Value

Error

(%)

Bidirectional 50.600 - 42.500 - 2.000 -


 49.900 - 36.100 - 0.610 -


 5.100 - 21.500 - 0.748 -

 6.430 - 32.900 - 0.568 -

 32.800 - 26.100 - 1.640 -


 51.430 1.6 42.550 0.1 0.834 -58.3 


  20.070 -60.3 32.330 -23.9 0.931 -53.5 




 
 16.270 -67.8 40.730 -4.2 1.060 -47.0 




 
34.729 -31.4 35.970 -15.4 1.810 -9.5 


 

 50.160 -0.9 42.017 -1.1 0.965 -51.7 


 


 33.424 -33.9 41.995 -1.2 1.73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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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작용하는 방위각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의 변동이 




일 때 그리 심하지 않은 것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반면, 출렁임 높이의 경우에는   또는 2인 경우 

  에 의한 조합이 다른 경우보다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구조

물 변위와 출렁임 높이의 변화 양상이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인 경우의 출렁임 높이도 정확성이 가장 

우수한 100%-30% 조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유체 동수압의 

경우에는 구조물 변위나 출렁임 높이와는 다르게 가장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는 100%-30% 조합을 찾기는 힘들다. 

SRSS 방법에 의한 결과도 Table 2, 3, 4에 수록되어 있다. 

100%-30% 조합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SRSS 조합에

서도 관찰할 수 있다. 


 또는 2인 경우 구조물 변위는 


 

  조합이, 출렁임 높이는 
 

  조합

이 더 우수한 결과를 산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 경우에는 우수한 결과를 주는 SRSS 조합을 특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수평 양방향 성분의 세기가 다른 지반운동을 

사용하여, 지반운동의 수평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의 변화에 

따른 지진응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만약 수평 양방향 성분

의 세기가 유사한 지진파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는 

2인 경우에도 정해와 잘 일치하는 최고 지진 응답을 얻을 수 있

는 100%-30% 조합 또는 SRSS 조합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

합 방법을 검토하여 최고 지진 응답을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액체저장탱크의 지진 거동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응답과 피해를 정확하

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

에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

석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하

중 작용 시 발생하는 유체 동수압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계산한 동수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강체 

액체저장탱크에 저장된 유체의 출렁임 모드의 고유진동수와 

동수압을 정해 및 상용 유한요소 해석 코드인 ABAQUS와 비

교하였다. 비교 검증을 통해 ABAQUS의 acoustic element에 

의한 동수압은 정해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므로, 이 요소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정한 동수압을 구조물의 유한 요소에 작용하여 전체 시스템

의 동적 거동을 모사하였다.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거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1) 구조물 변위 및 유체 동수압과 같은 시스템의 지진응답

이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체 출렁임 높이는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출렁임 높이의 고유진동수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계

의 고유진동수와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Table 3  Combinations of earthquake responses to uni-direction 

ground motions when 




Displacement

(mm)

Hydrodynamic 

pressure(kPa)

Sloshing 

height(m)

Value
Error

(%)
Value

Error

(%)
Value

Error

(%)

Bidirectional 38.800 - 40.900 - 2.110 -

 38.500 - 38.400 - 0.605 -

 4.830 - 23.700 - 0.727 -


 8.850 - 32.800 - 0.666 -


 24.700 - 26.300 - 1.630 -


  39.949 3.0 45.510 11.3 0.823 -61.0 


  16.380 -57.8 35.220 -13.9 0.909 -56.9 


  16.260 -58.1 40.690 -0.5 1.155 -45.3 


  27.355 -29.5 36.140 -11.6 1.830 -13.3 


 

 38.802 0.0 45.125 10.3 0.946 -55.2 


 

 26.238 -32.4 42.042 2.8 1.761 -16.5 

Table 4  Combinations of earthquake responses to uni-direction 

ground motions when 




Displacement

(mm)

Hydrodynamic 

pressure(kPa)

Sloshing 

height(m)

Value
Error

(%)
Value

Error

(%)
Value

Error

(%)

Bidirectional 8.410 - 40.300 - 2.270 -

 7.970 - 29.500 - 0.597 -

 5.520 - 25.300 - 1.600 -


 7.970 - 29.500 - 0.597 -


 5.520 - 25.300 - 1.600 -


  9.626 14.5 37.090 -8.0 1.077 -52.6 


  7.911 -5.9 34.150 -15.3 1.779 -21.6 


  9.626 14.5 37.090 -8.0 1.077 -52.6 


  7.911 -5.9 34.150 -15.3 1.779 -21.6 


 

 9.695 15.3 38.863 -3.6 1.708 -24.8 


 

 9.695 15.3 38.863 -3.6 1.70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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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는 입력지반운동의 입사각에 

따라 지진응답이 달라지는데, 구조물 변위와 출렁임 높

이는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변화 양상을 보

여준다. 구조물 변위와 출렁임 높이의 최대 또는 최솟값

이 발생하는 지반운동의 입사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 구조물 변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출렁임 높이는 감소하고, 반대로 구조물 변위

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출렁임 높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 구조물의 장변과 단변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구조물 

응답과 출렁임 높이에 대해서는 특정 100%-30% 조합 

또는 SRSS 조합에 의해 일방향 지반운동 응답으로부터 

양방향 지반운동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4) 구조물의 장변과 단변의 길이가 같은 대칭인 경우에는 

양방향 지반운동 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100%-30% 

조합 또는 SRSS 조합을 찾기 힘들고, 이 경우에는 다양

한 조합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거나 내진성

능을 검토할 때는 이상과 같은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에 대한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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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액체저장탱크의 지진 거동은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응답과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

하는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진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유

체 동수압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이 동수압을 구조물의 유한 요소에 작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모사한다. 

예제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통하여 대상 시스템의 동적 거동은 양방향 수평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방위각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의 내진설계를 수행하거나 내진성능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직사각형 액체저장탱크,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양방향 지반운동, 지진응답, 지진응답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