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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대심도 흙막이 시설물의 동적 거동 평가
Numerical Evaluation of Dynamic Behavior of Retaining Structure
in a Deep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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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easibility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necessity of seismic design of earth retaining structures
in a deep excavation. Dynamic behavior of retaining system was analyzed using FLAC, a finite difference analysis
program. It was shown that maximum bending moments of retaining walls and axial forces of supports were increased
up to 98% and 87% during earthquake, respectively, compared to final excavation step, which indicates that dynamic
earth pressure has a large effect on a retaining system. The stability of retaining system designed according to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was evaluated using structural forces obtained by numerical analysis, and effect of earthquake
loading on structural design was analyzed.

요

지

본 논문에서는 흙막이 시설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
을 이용하여 가상의 대심도 흙막이 구조물을 대상으로 내진해석을 수행하고, 지진하중이 흙막이 시설물의 동적 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지진하중 작용 시 벽체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지보재의 최대 축력이 지진하중
작용 전 최종 굴착단계와 비교하여 각각 98%, 8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적 토압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해석 결과로 얻은 부재력을 이용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설계된 흙막이의 안정성을
재평가하고, 지진하중이 구조물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ywords : Axial force, Bending moment, Deep excavation, FLAC, Retaining structures, Seism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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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계수 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EN 19981:2004, EN 1998-5:2004).

현재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의 초고밀도 지역을 중심

이에 본 논문에서는 흙막이 시설물 내진설계의 필요

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초

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표적인 흙막이

고층빌딩,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공사 등 대형 인프라 시

시설물인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을 대상으로 유

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 굴착공사가 증가하

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을 이용하여 동적 수치해

고 있다. 과거보다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흙막

석을 수행하고, 지진하중이 흙막이 시설물의 동적 거동

이 구조물의 존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붕괴발생시 주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진하중 작용

변 건축물의 침하와 균열, 매립시설물의 파손과 같은 재

시 벽체에 발생한 최대 모멘트와 지보재의 최대 축력을

산피해는 물론이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용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상시조건에서 설계된 흙막

따라서 흙막이 시설물의 대형화, 장기화 추세를 고려할

이 시설물의 부재 안정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지진하중

때 기존에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지진과 같은 자연

이 기존 시설물의 안정성(단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

분석하였다.

나 한편으로는 강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들과는
다르게 아직 국내에서는 지진 시 흙막이 시설물의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임시 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설

2. 수치해석을 위한 흙막이 해석 단면

계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과 경제적

수치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반조건을 현실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고려해

적으로 제시하고, 대심도･대규모 굴착 조건에 적합한

야만 한다.

흙막이 벽체와 지보재의 형식을 결정하여 내진해석을

최근 대도시의 교통체증 해소와 대심도 안전기준을

위한 합리적인 단면을 설정하고자, 김포-00간 도로건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공사, 00대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00자동차부지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흙막이 시설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관련 자료 등 서울과

물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고 적정

경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제 흙막이 시설물이 설계 또

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국내는 물

는 시공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론 해외에서도 흙막이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명확
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사례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1 수치해석 지반조건

국내 흙막이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에서는 지반 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분석한 지

건 및 활동 전도 등에 대한 안전율, 지반종류에 따른 예

층조건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전반적으로 토사층

상 수동토압과 흙막이 벽의 형식에 따른 허용변위량을

이 풍화대에 비해 두껍게 존재하고, 기반암의 출현 심도

정의하고 있으나, 내진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는 4.5∼29.3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KDS 21 30 00, 2018, KCS 11 19 15, 2019). 미국의 가

내진설계일반 (17 10 00 : 2018) 기준 적용 시 지반종류

시설 관련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교량의 경우 5년 이상

는 기반암 심도가 20m 이내일 경우에는 주로 S3 지반,

공사시 영구구조물로 간주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

20m 이상일 경우에는 S4 지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

다(AASHTO, 2017, ASCE, 2015). 일본의 가시설 관련

타났다.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내진성능을 고려한 시공방법을 정

이에 본 수치해석에서는 기반암 심도가 20m 이내와

성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설치 기간이 길거나 중요구조

20m 이상인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고, 매립층과 퇴적

물에 근접한 경우 내진성능을 고려하고 있다(도로토공-

층의 두께를 풍화대보다 크게 가정하였으며, 지반종류가

가설구조물공지침, 1999; 터널표준시방서-개삭공법편,

S3 지반과 S4 지반이 되도록 Table 2와 같이 두 가지의

2016). 유럽의 가시설 관련 내진설계 기준으로는 구조물

지층 단면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의 붕괴방지, 피해제한 요건 준수에 관한 기준과 흙막이

인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시 발생하는 과잉간극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따른 액상화 안정 확보 및 지

수압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지하수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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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te conditions of major projects in Seoul / Gyeonggi province
Project 1
Project 2
Project 3-1
Project 3-2
(Paju-○○ Roadway) (○○ Intermodal Transit Center) (○○ Global Business Center) (○○ Global Business Center)
Reclaimed soil
Sedimented soil
GL.(-)m

0.0~25.8

0.0~17.6

0.0~4.3

0.0~19.4

Weathered soil
GL.(-)m

25.8~26.9

17.6~18.7

-

19.4~20.6

Weathered rock
GL.(-)m

26.9~29.3

18.7~19.9

4.3~4.5

-

Bedrock
GL.(-)m

29.3~

19.9~

4.5~

20.6~

Site classification

S4

S3

S3

S4

Table 2. Site condition for numerical analysis
Site condition

Site class (S3)

Site class (S4)

0.0~8.0

0.0~12.0

Reclaimed soil
GL.(-)m

Sedimented soil

8.0~11.0

12.0~20.0

Weathered soil

11.0~13.0

20.0~23.0

Weathered rock

13.0~15.0

23.0~25.0

Bedrock

15.0~

25.0~

235

234

Average shear wave velocity of soils (m/s)

2.2 수치해석 굴착 규모와 흙막이 벽체 및 지보재 형식

게 조금 더 친숙한 지하연속벽을 해석대상 벽체로 결정
하였고, 두께는 800mm, 근입 심도는 굴착 바닥면으로

최근 수행된 대규모 굴착 프로젝트들의 터파기 심도
와 폭, 그리고 흙막이 벽체와 지보재의 설계 내용을 정

부터 2m 또는 암반 2m 근입 조건으로 해석을 단순화하
였다.
지보재는 앵커가 계획된 사례들도 많았지만, 도심지

리하면 Table 3과 같다.
굴착 심도는 지반과 접촉한 벽면을 기준으로 약 23.0

조건에서 부지점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버팀보

∼38.8m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

형식 중 터파기 시공성이 좋은 강관버팀보를 해석대상

에서는 굴착 심도가 얕은 조건(20m)과 깊은 조건(40m)

지보재로 결정하였다. 강관버팀보의 두께는 설치 위치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굴착 폭은 심도의

와 상관없이 9mm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수직 간격은

1.5배로 가정하였다.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2.5m를 유지 시키되, 토

흙막이 벽체 형식은 대심도 터파기 시 주변 건물에

압이 작은 암반층에서는 3.0∼4.0m까지 증가시켰다. 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성이 큰 지하연속벽

리고 수평 간격은 띠장 설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Diaphragm wall)과 SBP(Secant Bored Pile) 벽체로 계

4.0m로 결정하였다.

획된 사례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 적용

지하연속벽과 강관버팀보의 단면 가정조건은 실무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SBP 벽체보다는 엔지니어들에

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Midas 탄소성해석을 통해

Table 3. Earth retaining system of recent deep excavation
Excavation scale
Depth (m)

Retaining system
Width (m)

Wall type

Support type
Anchor
(∅12.7-10EA)

Project 1
(Paju-○○ Roadway)

25.1

61.0

SBP
(∅800-CTC600)

Project 2
(○○ Intermodal Transit Center)

38.7

63.0

Diaphragm wall
(T=800mm)

Steel pile Strut
(∅406)

Project 3-1
(○○ Global Business Center)

38.8

57.6

CIP
(∅530-CTC1060)

Slab

Project 3-2
(○○ Global Business Center)

36.6

200.0

Diaphragm wall
(T=800mm)

Anchor
(∅12.7-6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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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ditions of numerical analysis
Excavation scale (W × D)

Site class

Bedrock depth

D-wall depth

Case 1

60m × 40m

S4

25m

42m

Case 2

60m × 40m

S3

15m

42m

Case 3

30m × 20m

S4

25m

27m

Case 4

30m × 20m

S3

15m

22m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지

단계별 정적 해석을 수행하고, 굴착이 완료된 최종 단면

층구성과 굴착규모(심도, 폭)를 해석조건에 따라 정리하

을 대상으로 동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소

면 Table 4와 같다.

성 해석에서는 지보재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중앙부
를 경계로 반단면의 대칭 해석을 수행하지만, 지진하중
작용시 흙막이 시설물과 지반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고

3. 수치해석 모델링

려하기 위해 전단면을 대상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상
흙막이 시설물의 지진시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한 해석 조건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반공학분야에서 적용성이 검증된 유한차분 해석 프로
그램인 FLAC 2D Version 8.1(ITASCA Consulting Group,

3.1 수치모델 및 해석순서

2021)을 이용하여 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굴착 규모와 지
반 조건에 따라 결정된 네 가지 해석 Case에 대해 굴착

굴착 규모에 따라 굴착면의 중앙부를 기준으로 Case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 2D finite difference numeric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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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는 횡방향으로 200m, Case 3, 4는 160m의 범위까지

목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 1등급 붕괴

모델링 하고, 입력지진파를 같은 심도에 작용시키기 위

방지수준에 해당하는 재현주기 1,000년의 값을(0.154g)

해 연직방향은 지표면으로부터 60m까지 동일한 깊이로

적용하였다. 내진설계기준(KDS 17 10 00)에 따라 Fig.

모델링 하였다. 지반은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

2(a)와 같이 실 계측 지진파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

고, 지하연속벽과 강관버팀보는 빔 요소(Beam element)

답스펙트럼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

를 적용하였다.

을 통해 결정된 입력 지진파의 가속도 시간이력과 FFT

수치해석은 “Grid 생성 → Boundary condition 및

해석 결과를 각각 Fig. 2(b)와 Fig. 2(c)에 나타냈다. Fig.

Interface 특성 입력 → Mesh 생성 → 지반 물성 입력 →

2(c)에서와 같이 경주지진파는 10Hz 이상의 고주파 성

초기 지중응력 상태 구현 → Diaphragm wall 생성 → 지

분이 비교적 높은 가속도 값을 보여, 앞서 가정된 두 가

표면 상재하중(장비하중) 재하 → 단계별 굴착 및 지보재

지의 지반조건 중 S3 지반에서 더 큰 가속도 증폭이 발

설치 → 최종 굴착 완료 → 동적 물성 입력 → 지진 경계

생하고, 동적 토압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조건 및 지진하중 재하”의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단계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별 굴착이 완료된 최종 단면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3.3 지반요소
3.2 입력지진파

FLAC 동해석에서는 지반 모델링에 적용한 요소의

수치해석을 위한 지진파로는 2016년 경주에서 계측

크기에 따라 전파되는 지진파의 최대 주파수 크기가 결

된 지진파를 적용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수도권 주요 토

정되므로, 요소의 크기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해석 결과
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반요소의 크기는
Kuhlemeyer and Lysmer(1973)의 연구결과에 따라 아래
식 (1)과 같이 지진파의 주파수 성분과 매질의 전단파 속
도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본 해석에 적
용한 경주지진파는 약 25∼30Hz까지 유의미한 에너지대
역을 보이고 있고, 매립 모래의 전단파속도가 180m/s였기
때문에 지반요소의 크기는 0.6m∼0.7m 이하로 적용하

(a) Case 1

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벽체와 인접
한 지반요소의 크기는 0.5m를 적용하였고, 동일한 요소
크기를 전체 해석영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해
석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모델의 경
계부로 가면서 요소의 크기를 일정비율로 증가시켰다.


 ≤    
′


(1)

(b) Case 2

여기서,  : 메시의 최대크기
 : 지진파의 파장
 : 지진파의 주파수
 : 매질의 전단파속도

3.4 지반물성
(c) Case 3
Fig. 2. Characteristics of Kyoungju earthquake

지반 모델은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기
본물성과 정적, 동적 해석을 위한 변형계수 값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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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지반조사결과와 Sun 등(2012)의

라 지반물성을 자동적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이다. 해석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 Table 5와 같이 적용하였다.

편의성이나 정밀도, 해석시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동적해석을 위한 물성값 중 전단탄성계수(Gd) 값을

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지층조건이 여러 개의 지층으로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

구성되어 있고 지진으로 인한 변형율의 변화정도가 커

서는 동일한 지층에서 전단파속도(Vs)가 일정한 것으로

다란 경우에는 Rayleigh damping과 비교하여 Hysteretic

가정하여 아래 식 (2)에 따라 결정하였다.

damping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AC 프로그램에는 Seed and

  

Idriss(1970)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

(2)

시한 G/Gmax - strain, Damping ratio - strain 곡선을 모사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Fitting curve가 내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ρ : 단위밀도

본 연구에서는 Default fitting curve model을 이용하여

 : 전단파속도

지반의 비선형 거동을 모사하였다. 상기의 방식을 적용
지반의 전단탄성계수와 감쇠비는 지진하중 작용시 발

함으로써 Rayleigh 감쇠와는 달리 지진파 주파수 성분

생하는 전단변형율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적 거동을 보

의 영향을 받지 않는 Hysteretic damping을 구현할 수

이게 되는데, FLAC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비선형 특

있었으며, Hysteretic damping을 통해 감쇠되지 않는 고주

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반응답해석을 통

파 성분의 노이지를 제거하기 위해 0.2% 정도의 stiffness

해 각 지층에서의 유효 전단변형율을 산정한 후, 해당 변

proportional Rayleigh damping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형율에서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계수와 Rayleigh damping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값을 추정하여 수치해석 중 일정한 전단탄성계수와 감
쇠비를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연구

3.5 구조체 모델링

자들이 제시한 전단변형율에 따른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Hysteretic damping 곡선을 지반물성으로 직

흙막이 시설물의 벽체로 적용된 지하연속벽은 두께

접 입력하여, 수치해석 중 발생하는 변형율의 크기에 따

800m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보재는 직경 406mm,

Table 5. Engineering properties for numerical analysis

Basic

Static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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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aimed Soil

Sedimented soil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Bedrock

Density
(kg/m3)

1,700

1,800

1,900

2,100

2,500

Cohesion
(kPa)

0

0

10

20

100

Friction angle
(degree)

25

30

30

33

35

Poisson ratio

0.35

0.35

0.33

0.30

0.28

E
(MPa)

21

60

90

400

2,500

K
(MPa)

23

67

88

333

1,894

G
(MPa)

8

22

34

154

977

Ed
(MPa)

149

381

619

2,307

4,096

Kd
(MPa)

165

423

607

1,922

3,103

Gd
(MPa)

55

141

233

887

1,600

Vs
(MPa)

180

280

350

65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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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9mm의 강관스트럿으로써, 두 구조요소 모두 빔

적해석을 위해 Compliant base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신

요소로(Beam element) 모델링 하였다. 지보재와 벽체의

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경

연결부는 힌지로 모사하였고, 지하연속벽 구조부재와 지

주 지진파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적분하여 속도 시간이

반요소의 경계면은 서로 다른 이질재료(콘크리트-지반)

력을 산정한 후, 이를 식 (4)에 따라 응력 시간이력으로

간의 미끄러짐(Sliding)과 분리거동(Opening)이 일어날

변환시키고, Compliant base를 적용하여 동적 해석을 수

수 있도록 경계요소(Interface element)를 적용하였다.

행하였다. 측면 경계조건은 지진파의 소산을 모사하기

경계요소의 전단방향(  ), 연직방향(  )강성은 구조요소

위하여 무한요소인 자유장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와 인접한 지반 중 강성이 가장 큰 지반을 대상으로 아
   

래 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max  × 
  min 

여기서, K

: 체적탄성계수

G

: 전단탄성계수

(3)

 min : 구조요소와 인접한 지반의 최소 폭

(4)

여기서,  : Outcrop motion의 속도 시간이력
 : 기반암의 전단파 속도

ρ : 기반암의 밀도

4. FLAC 해석 모델링의 적정성 검증
본 해석에 앞서 흙막이 시설물이 설치되기 이전 원지

3.6 내진해석 모델의 경계조건
FLAC 동적해석을 위한 하부경계조건은 Rigid base로
모사하는 방법과 Compliant base로 모사하는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Rigid base는 모델 하부경계를 고정하고 가속
도 시간이력을 하부경계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으로, 모
사하고자 하는 가속도를 그대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암반 노두에서 계측된 Outcrop
motion을 직접 입력할 경우 실제 기반암 가속도보다 더
큰 가속도가 입력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1차원 지반응답해석을 통한 Deconvolution 과정
을 통해 지진파를 입력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토
층에서 반사되어 하향으로 전파된 가속도가 다시 해석
영역 내부로 반사되어 무한 Trap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을 대상으로 2차원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이 결
과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원 지반응
답해석(Pro-Shake ver. 2.0)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
서 적용한 동적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 지반 요소의 크
기, 그리고 동적 물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1차원 해
석은 매질의 층별 두께를 1m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2차원 해석과 모두 동등한 입력 지반물성에 대해 해석
이 이루어졌다. 1차원, 2차원 지반응답해석의 가장 커다
란 차이점은 지진하중을 적용시키는 방법인데, Fig. 3의
개념도(Mejia, L. H., and E. M. Dawson, 2006)와 같이
동일한 에너지의 하중조건에서 지반응답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차원 해석에서는 앞서 기술한 Compliant
base에 전단응력의 시간이력 함수를 적용시켰고, 1차

단점이 있어(Park et al., 2010), FLAC 매뉴얼에서도 이
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Compliant
base는 아래 식 (4)와 같은 변환과정을 통해 산출한 전
단응력 시간이력을 입력 지진파로 입력하고 하부경계
에는 Lysmer et al.(1972)이 개발한 점성댐퍼를 적용하
는 방법으로써, 가속도 변환과정이 필요하다는 번거로
움이 있으나 상부층에서 반사되어 하부로 전달되는 진
동을 흡수시켜 지반진동의 과대예측을 방지하고, 별도
의 Deconvolution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Joyner
et al., 1975; Kwok et al., 2007).
FLAC 매뉴얼과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차원 동

Fig. 3. Concept of site specific response analysis (Mejia, L. H.,
and E. M. Daw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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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해석에서는 기반암 상부 위치에 가속도 시간이력을

5. 수치해석 결과

Outcrop Motion으로 재하시켰다.
1차원,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지표면에서 산정된 가

지반을 단계별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

속도 시간이력과 FFT 해석 결과를 각각 Fig. 4, Fig. 5에

률은 낮고, 굴착심도가 클수록 지진하중이 벽체에 미치

도시하고, 최대 가속도 값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1차

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Table

원, 2차원 해석 모두 기반암의 출현 심도가 얕은 경우에

4에 기술한 네 가지 해석 Case에 대해 Table 7과 같이

지표면 가속도가 더 크게 산정되었고, 이는 단주기 성분

단계별 굴착을 모사한 후, 굴착이 완료된 최종 단면을

이 우세한 지진파의 특성 상 고유주기가 0.246초로 작은

대상으로 내진해석을 수행했다.

S3 지반에서 고유주기가 0.414초로 길었던 S4지반에 비

우선 지진하중 작용 시 벽체의 최대 정모멘트와 부모

해 더 커다란 증폭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LAC

멘트가 발생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깊이별 모멘트도를

과 Pro-Shake는 해석 기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작성한 후, 이를 지진 하중 작용 전 최종 굴착단계에서

시간이력과 FFT 해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의 모멘트도와 비교하여 Fig. 6∼9에 도시하고, 최대 값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표면 최대 가속도 값이 약

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기반암의 출현심도보다 굴착

5% 내의 미소한 차이를 보여, FLAC 해석 모델의 경계

심도가 매우 깊었던 Case 1, 2의 경우, 최종 굴착단계와

조건, 지진파의 주파수 성분을 고려한 지반요소의 크

비교하여 지진하중 작용 시 최대 정모멘트는 약 27∼

기, 동적 물성은 모두 적절하게 모델링 된 것으로 판단

50%정도 증가하였고, 최대 부모멘트는 거의 변화가 없

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심도가 기반암 출현심도 대비
얕거나 비슷했던 Case 3, 4의 경우 정모멘트는 약 26∼

(a) Acceleration time history

(b) FFT analysis result

Fig. 4. Response analysis results at ground surface - Site class S4

(a) Acceleration time history

(b) FFT analysis result

Fig. 5. Response analysis results at ground surface - Site class S3
Table 6. Comparison of maximum acceleration at ground surface

96

Program

Acceleration at surface : Site Class (S4)

Acceleration at surface : Site Class (S3)

FLAC

0.285g

0.304g

Pro-Shake

0.282g

0.3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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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ep by step excavation and dynamic analysis procedure
Step

Excavation depth

CS 1

2m

CS 2
CS 3

1.5m (Strut 1)
4.0m (Strut 2)
7.5m

CS 6
CS 7

6.5m (Strut 3)
10.0m

CS 8
CS 9

9.0m (Strut 4)
12.5m

CS 10
CS 11

11.5m (Strut 5)
15.0m

CS 12
CS 13

14.0m (Strut 6)
18.0m

CS 14
CS 15

17.0m (Strut 7)
21.0m (or 20.0m)

CS 16
CS 17

24.0m
23.0m (Strut 9)
27.0m

CS 20
CS 21

26.0m (Strut 10)
30.0m

CS 22
CS 23

29.0m (Strut 11)
33.0m

CS 24
CS 25

32.0m (Strut 12)
37.0m

CS 26
CS 27

Excavation termination (Case 3, 4)
20.0m (Strut 8)

CS 18
CS 19

Remarks

5m

CS 4
CS 5

Support location

36.0m (Strut 13)
40.0m

(a) Max. Positive moment

Excavation termination (Case 1, 2)

(b) Max. Negative moment

Fig. 6. Bending moment diagram - Case 1 (CS 27 &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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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 Positive moment

(b) Max. Negative moment

Fig. 7. Bending moment diagram - Case 2 (CS 27 & Dynamic)

(a) Max. Positive moment

(b) Max. Negative moment

Fig. 8. Bending moment diagram - Case 3 (CS 15 & Dynamic)

98%정도 증가하였고, 부모멘트도 Case 1, 2와는 다르게

향을 보이며, 배면측으로의 부모멘트는 기반암 출현 심

약 21%∼5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도와 굴착 심도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토압의 영향 정

결과를 통해, 지진하중으로 인한 동적 토압의 영향으로

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반암 출현 심

굴착방향으로의 정모멘트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려는 경

도가 15m로 얕은 Case 2와 Case 4의 경우에는 최대 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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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 Positive moment

(b) Max. Negative moment

Fig. 9. Bending moment diagram - Case 4 (CS 15 & Dynamic)
Table 8. Comparison of maximum bending moment (Final Exca. Static vs Dynamic)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Loading condition

Positive moment
Moment (kN･m)

A: Static (CS 27)

548

B: Dynamic

699

A: Static (CS 27)

515

B: Dynamic

771

A: Static (CS 15)

738

B: Dynamic

929

A: Static (CS 15)

222

B: Dynamic

440

Negative moment
B/A
127%
150%
126%
198%

Moment (kN･m)
630
635
700
689
855
1,040
276
426

B/A
101%
98%
121%
154%

모멘트가 지진하중 작용 전과 비교하여 각각 50%, 98%

지보재를 대상으로 축력의 최대값을 Table 9에 정리하

까지 증가하여, 기반암 출현 심도가 25m로 깊었던 Case

였다. 해석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진하중 작용

1과 Case 3과 비교하여(26%∼27%) 지진하중이 벽체에

시 최대 축력이 17∼87%까지 증가하여, Soil Nailing을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예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한 Khaja Moniuddin et al.

측했던 바와 같이 단주기 성분이 우세한 경주 지진파의

(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지진으로 인한 동적 토

특성 상 기반암 심도가 얕은 S3 지반에서 지반 증폭이

압이 지보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크게 발생하여 동적 토압의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으

특히 앞서 벽체 모멘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반암

로 판단된다.

출현 심도가 얕은 S3 지반조건에서(Case 2, 4) 기반암

다음으로 지진하중 작용 시 지보재에 발생한 최대 축
력을 지진하중 작용 전 최종 굴착단계에서의 축력 값과

심도가 깊은 S4 지반조건과 비교하여(Case 1, 3) 축력의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하여 Fig. 10에 도시하고, 축력이 가장 크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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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10. Axial force on support system (Static & Dynamic)
Table 9. Comparison of axial force of support (Static & Dynamic)ㅤ

100

Case 1

Case 2

Case 3

Case 4

Support number

STRUT 9

STRUT 6

STRUT 5

STRUT 5

Static (A)

1,485,932 (N)

1,068,629 (N)

636,501 (N)

403,989 (N)

Dynamic (B)

1,739,291 (N)

1,332,209 (N)

910,017 (N)

754,098 (N)

B/A

117%

125%

143%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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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하중이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

6.1 지진하중이 벽체 설계에 미치는 영향

동적 해석 결과와 같이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지하연속벽의 안정성(제원)은 굴착 중 벽체에 발생하

보이지만 지진하중은 흙막이 시스템의 부재력에 영향

는 최대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상시조

을 미치고, 따라서 현행 기준에 따라 정적인 하중 조건

건에서 벽체 설계를 위해 적용하는 최대 모멘트는 최종

에서 설계된 흙막이 벽체와 지보재의 안정성에도 영향

굴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단계별 굴착 과정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단계별 굴착 해

중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사층에서 굴

석 결과로부터 도출한 벽체의 모멘트와 지보재의 축력

착이 종료된 Case 3의 경우 최종 굴착 단계에서 최대

을 이용하여 현행 흙막이 설계기준에 따라 정적 설계를

모멘트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Case 1, 2, 4의 경우 최종

수행한 후, 동해석으로부터 산출한 지진하중 조건에서

굴착단계에 도달하기 전 단계별 굴착 과정 중에 최대

의 벽체 모멘트와 지보재의 축력이 정적인 하중 조건에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g. 6∼9에

서 설계된 부재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흙

나타냈던 최종 굴착 단계에서의 모멘트와는 별도로, Case

막이 설계는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2020)

1, 2, 4의 경우에 대해 굴착 과정 중에 발생한 최대 모멘

을 기준으로 하되, 강관버팀보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설

트를 지진시와 비교하여 Fig. 11∼13에 도시하였다. 그

계기준(국토해양부, 2010)을 따르고, 띠장 설계는 구조

리고 상시･지진 시 조건에서 벽체 설계에 적용할 최대

물기초설계기준(KGS, 2018)을 적용하였다. 가시설 흙

모멘트 값을 Table 10에 비교하였다. 상시조건에서 최

막이는 영구구조물로 사용되는 경우와 임시구조물의

대 모멘트는 모두 부모멘트 방향에서 발생하였고, 토사

공사기간에 따라 가설 할증계수를 달리 적용하는데, 대

층에서 굴착이 종료된 Case 3을 제외하고 모두 토사층

규모･대심도 흙막이의 경우 지하구조물 설치 후 해체시

과 기반암층의 경계부에서 최대 값이 나타났다. Case 1

까지 공사시간 2년 이상을 가정하여 가설 할증계수로

과 Case 4의 경우, 굴착 중에 발생한 최대 모멘트가 지

1.25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흙막이 공사시 신강재를 사

진하중 작용 시에 발생한 최대 모멘트보다 큰 것으로

용하더라도 재사용 또는 부식 등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나타나, 지진하중이 벽체의 단면설계에는 영향을 미치

강재응력 감소계수 0.9를 적용하였다.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ase 2와 Case 3의 경우

(a) Max. Positive moment (CS 15)

(b) Max. Negative moment (CS 17)

Fig. 11. Bending moment diagram for design -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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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 Positive moment (CS 27)

(b) Max. Negative moment (CS 11)

Fig. 12. Bending moment diagram for design - Case 2

(a) Max. Positive moment (CS 11)

(b) Max. Negative moment (CS 11)

Fig. 13. Bending moment diagram for design - Case 4

에는 지진시의 모멘트가 상시 대비 약 10%∼21% 정도

이 설계기준에 따라 상시 최대 모멘트를 이용하여 단면

크게 나타나, 지진시 조건에 대한 별도의 구조 해석이

설계를 수행한 후, 지진으로 발생한 모멘트가 벽체의 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Table 11과 같이 상

Case 2와 Case 3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현행 흙막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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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건에 발생한 응력이 허용응력 대비 86% 수준이 되

Table 10. Comparison of maximum bending moment for design (Static & Dynamic)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ondition

Positive moment

A: Static

812

B: Dynamic

699

A: Static

515

B: Dynamic

771

A: Static

738

B: Dynamic

929

A: Static

269

B: Dynamic

440

Negative moment

B/A

Max. (kN･m)

Moment (kN･m)
1,550

86%

703
855

699
703
771
855

121%

1,040
599

164%

1,550

98%

689

126%

Max. (kN･m)

41%

635

150%

Moment for Design

B/A

1,040
599

71%

426

440

B/A
45%
110%
121%
73%

Table 11. Structural design of diaphragm wall
Case
Case 2
Case 3

Condition

Max. Moment
(kN･m)

Steel Req. (A)
2
(mm )

Static

703

5,058

Dynamic

771

5,547

Static

855

6,151

Dynamic

1,040

7,482

Steel Used (B)
2
(mm )
5,883
7,125

Ratio (B/A)
(%)

Results

86

O.K.

94

O.K.

86

O.K.

105

N.G.

Remarks
D32@135
D38@160

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지진 시 발생한 최대 모멘트로 추

뚝의 간격에 따라 결정되는 휨모멘트나 전단력에 대한

가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Case 2에서는 소요철근량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Table 9와 같이

이 사용철근량의 94%까지 증가하였으나 안전상에는 문

지진하중 작용 시 지보재에 발생하는 최대 축력은 상시

제가 없었으며, Case 3의 경우에는 소요철근량이 사용철

와 비교하여 약 17%∼8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근량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철근배근을 증가시킬 필

났으며, 상시 및 지진 시 조건에 대한 지보재의 구조해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철

석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근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지진시 조건에서 별도로 적용

굴착 깊이가 깊은 Case 1과 Case 2의 경우 강관지보

할 수 있는 허용응력 증가계수 값이 없었던 관계로, 상

재의 강종은 STKT 590, 중간말뚝의 간격은 7.5m를 적

시 조건과 동일한 값인 1.25를 적용했으므로, 향후 지진

용하였고, 굴착 깊이가 얕은 Case 3과 Case 4의 경우에

시 조건에서 합리적인 구조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는 강종은 STK 490, 중간말뚝의 간격은 10.0m를 적용

적정한 보정계수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시조건에서 발생한 지보재의 부재력이 허용응
력 대비 70%∼90%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지진시
에 발생한 최대 축력을 이용하여 상시조건에서 결정된

6.2 지진하중이 지보재 설계에 미치는 영향

지보재의 재원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상시조

지보재는 굴착 단계 중 발생하는 최대 축력과 중간말

건에서 여유가 많지 않았던 Case 3은 지보재에 발생한

Table 12. Structural design of support system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ondition

Axial force (N)

Steel type

Post pile spacing (m)

Ratio (%)

Results

Static

1,485,932

87.4

O.K.

Dynamic

1,739,291

99.9

O.K.

Static

1,068,629

67.1

O.K.

Dynamic

1,332,209

80.0

O.K.

Static

636,501

93.3

O.K.

111.5

N.G.

Dynamic

910,017

Static

403,989

Dynamic

754,098

STKT 590

STK 490

7.5m

10.0m

77.8

O.K.

101.1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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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7. 결 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율에 여유가 많았던
Case 4의 경우에도 지진하중으로 최대 축력이 87%까지

본 연구에서는 유한차분해석 프로그램인 FLAC을 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용하여 가상의 대심도 흙막이 구조물을 대상으로 단계

타났다. 또한 Case 1의 경우에도 안전율이 99.9%까지 증

별 굴착 해석을 진행하고, 굴착이 완료된 최종 단면을

가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상으로 내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상시조건에서 설계된 지보재가 지

을 도출하였다.

진시 조건에서도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보재의 설치 간격이나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1) 지진시 벽체에 발생한 최대 모멘트를 지진하중 작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앞서 벽체설계와

용 전 최종 굴착단계의 모멘트와 비교한 결과, 굴착

마찬가지로 상시･지진시 조건에서 동일한 허용응력 증

측으로의 정모멘트는 약 26∼98% 정도 증가했고,

가계수를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구조해석이 이루어지

배면측으로의 부모멘트는 굴착심도가 기반암의 출

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정계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심도 보다 매우 깊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
던 반면, 비슷하거나 얕은 경우에는 정모멘트와 마
찬가지로 약 21%∼5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6.3 지진하중이 띠장 설계에 미치는 영향

났다.
띠장은 지보재의 최대 축력을 이용하여 연속보 조건

(2) 지진시 지보재에 발생한 최대 축력은 해석 조건에

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며, 구조적으로 휨응력과 전단응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시 대비 약 17∼87%까지 증

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래 Table 13은 상

가하여, 동적 토압이 지보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시와 지진시 조건에 대한 띠장의 구조 해석 결과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주

굴착심도에 따라 띠장의 규격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지진파의 경우 단주기 성분이 우세하여, S3 지반이

Case 1과 Case 2의 경우에는 H-400x400x13x21(SM490)

S4 지반보다 축력의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

규격을 적용하고, Case 3과 Case 4에서는 H-344x348x10x16

나, 입력 지진파의 주파수 성분과 지반 고유주기의

(SS400) 규격을 적용하여 상시조건에 대한 비슷한 허용

상대적인 관계가 흙막이 시스템의 거동 특성에 커

응력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동일한 보정계수를 적용하

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 지진시 조건에 대한 구조해석을 진행한 결과, 지보재

(3) 지진하중 작용 시 벽체에 발생한 최대 모멘트와 지

와 마찬가지로 Case 1, 3, 4에서 띠장에 발생한 휨응력

보재의 최대 축력을 이용하여 상시조건에서 설계된

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흙막이 시설물의 부재 안정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으로 나타나, 지진시 조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하중이 현행 기준에 따라 설계된 흙막이 시설

서는 띠장의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났다. 그러나 본 검토 역시 상시조건과 동일한 허용응력

토사층에서 굴착이 종료된 경우, 지진시 벽체에 발

증가계수를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생한 단면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여 철근량의 조정

Table 13. Structural design of wale
C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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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tress (MPa)

Static

162.2

Dynamic

189.9

Static

116.6

Dynamic
Static
Dynamic

170.6

Static

75.7

Dynamic

141.3

Steel type

Allowable stress (MPa)

Ratio (%)

Results

86.6

O.K.

101.4

N.G.

62.2

O.K.

145.5

77.6

O.K.

119.4

86.4

O.K.

123.4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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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00x400x13x21
(SM490)

H344x348x10x16
(SS400)

187.4

138.2

54.8

O.K.

102.3

N.G.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석
조건에서 지진시 지보재와 띠장에 발생한 단면력의
최대값이 상시조건에서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여, 구
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지진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허용응력 증가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 Chang-Guk Sun, Jin-Tae Han, and Wanjei Cho (2012), “Representative
Shear Wave Velocity of Geotechnical Layers by Synthesizing In-situ
Seismic Test Data in Korea”, J. of Engineering Geology, Vol.22,
No.3, pp.293-307.
5. EN 1998-1:2004 (2004), Eurocodes 8 :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Part 1., British Standard.
6. EN 1998-5:2004 (2004), Eurocodes 8 :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Part 5., British Standard.
7. ITASCA Consulting Group (2021), FLAC 8.1 Users manual:
Dynam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시 상시･지진시 조건에서

8. Joyner, W.B. and Chen, A.T.F. (1975), “Calculation of Non-linear

동일한 계수 값을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Ground Response in Earthquakes”,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진시 조건
에 대한 적정한 보정계수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Society of America, Vol.65, pp.1315-1336.
9. 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8), Design specification of structure
foundation, pp.547-593.
10. Kuhlemeyer, R. L. and J. Lysmer (1973), “Finite Element Method

판단된다.
(4) 본 연구는 흙막이 구조물의 동적 거동 특성을 살펴

Accuracy for Wave Propagation Problems”, J. Soil Mech. & Foundations,
Div. ASCE, 99(SM5), pp.421-427.

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

11. Lysmer, J. and Waas, G. (1972), “Shear Waves in Plane Infinite

에서 해석이 수행되었다. 향후 다양한 변수 연구를

Structures”, J. of the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Vol.98, No.1,
pp.85-105.

통해 지진하중이 흙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12. Md. Khaja Moniuddin, P. Manjularani and L. Govindaraju (2016),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포화지반에서 지진

“Seismic Analysis of Soil Nail Performance in Deep Excavation”,

시 발생하는 간극 수압의 영향이 별도로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ternational J. of Geo-Engineering, 7 Article number: 16.
13. Mejia, L. H. and E. M. Dawson (2006), “Earthquake Deconvolution
for FLAC” in FLAC and Numerical Modeling in Geomechanic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FLAC Symposium,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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