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tific Paper

도로 성토지반에 대한 지진시 안정성평가 사례연구

최재순*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부교수

A case study on the seismic stability evaluation of 

reclaimed land for road

Jae-Soon Choi*
Associate Prof., Dept. of Civil & Architectural Eng., Univ. of Seokyeong

*Corresponding author: Tel. +82-2-940-7771, E-mail. geotech@skuniv.ac.kr

Received: May 25, 2021; Revised: June 7, 2021; Accepted: June 18, 2021

ABSTRACT

Liquefaction earthquake damage occurred in Pohang in 2017. Since then, there is a growing opinion that count-measures for 

seismic road stability are needed. In particular, research on securing seismic road safety in the reclaimed land with a high 

possibility of liquefaction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In this study, an earthquake stability evaluation was performed on the 

road filled ground to be built in a large-scale reclaimed area in the West Sea. At this time, the dynamic behavior of the 

reclaimed land for road was predict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using the effective stress analysis model and the shaking 

ta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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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때,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논, 건물 인접부지, 유치원 

보도, 건물의 인접보도 등에서 액상화가 발생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주요 시설물에 대

한 액상화 대책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액상화의 경우, 느슨한 사질토 또는 매립지반에서 그 발생가능성이 더

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매립지 개발사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이 매우 중요하다. 도로의 경우, 상재하중이 거의 없는 점으로부터 이에 대한 도로 성토부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Fig. 1(b)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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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church 지진발생시 액상화로 인해 도로가 파괴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

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대규모 매립공사가 수행된 서해안의 S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성토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진시 안정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액상화와 같은 지반의 동적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효응력개

념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진동대시험과 비교하고자 한다.

(a) Pohang earthquake hazard (b) Christchurch earthquake hazard

Fig. 1. Road damage cases during earthquake 

2. 유효응력개념의 수치해석 

지반은 고체, 액체, 기체로 구성된 복합재료로 흙 입자, 간극수, 그리고 공기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특히, 내진분야에서는 포화된 사질토 지반이나 매립지반 내 지진과 같이 급작한 진동하중을 받게 되면 

지반 내 간극수압이 크게 증가하여 늪과 같이 지반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액상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지반 내 

간극수의 동적거동을 어떻게 모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구성모델을 이용하는 것을 유효

응력해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유효응력해석 이론으로는 미국 아리조나대학의 Desai교수가 개발한 Disturbed 

State Concept모델(Desai, 2000)을 국내 연구진이 업그레이드한 연구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항만의 내진해석

에 이용되는 Finite element analysis of Liquefaction Process 프로그램(Iai et al., 1992)이 대표적이며, 범용적으

로는 유한차분해석프로그램인 Fast Lagrangian analysis of continua (이하 FLAC) 프로그램에 인용된 Finn 모델

((Martin et al., 1975)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

고 있으며 안재광 등(Ahn et al., 2018)은 1차원 응답해석에 유효응력해석에 기초한 1차원 응답해석을 통해 포항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있으며 이진선 등(Lee et al., 2018)이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하여 케이슨 안벽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효응력해석 프로그램으로 FLAC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이 특징

적이다. 또한, 진동대실험을 이용한 유효응력해석 관련 연구는 Choi and Baek (2018)과 Choi (2020)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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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범용 수치해석프로그램인 FLAC을 이용하여 지진시 도로 성토지

반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FLAC에 내재된 유효응력 해석모델인 Finn모델을 이용하고자 한

다. Finn모델은 캐나다 British Columbia대학의 Finn교수가 진동하중 및 지진하중에 의한 포화 사질토의 액상화 

발생 메카니즘의 정량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유효응력 해석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비배수 조건에서의 동적 과

잉간극수압은 배수조건에서의 체적변형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하고 실험을 통해 상관식을 제안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연구에서 과잉간극수압에 대한 고려는 진동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체적변형률의 증분과 전

단변형률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입자 접촉면의 미끄러짐(slip deformation)으로 유효응력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정의에 기초한다. 즉, 전단변형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입자 사이의 접촉력은 배수조건의 단순진동전단시험시 발

생하는 접촉력과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체적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입자 접촉면의 미끄러짐을 입자의 

접촉력에 의한 수직응력으로 변환하고 진동하중의 증가에 따라 간극수압은 그에 따른 입자 접촉면의 탄성변형에 

의한 회복 가능한 체적변형률(recoverable volumetric strain)의 증가와 연계하여 유효응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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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는 잔류간극수압의 증분, Kw는 물의 체적탄성계수, ne는 시료의 간극률, Er은 회복탄성계수, 

u ne
Kw는 간극체적의 변화,vd는 미끄럼 변형이 일어날 때의 모래의 체적 감소이다. 또한, 포화토에서, 물

의 체적탄성계수, Kw는 ×  kN/m2이며 일차원 압밀제하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Er은 이보다 작은 105 

kN/m2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물을 비압축성으로 고려하면 체적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식 (3)과 같이 나타내었다.

vd 
Er

u
→ u  Ervd (3)

여기서, vd은 회복 가능한 체적변형 발생시, 모래의 체적증가를 나타내며 Finn모델을 탑재한 범용 프로그램 

FLAC에서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효응력 매개변수를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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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시 안정성평가를 위한 유효응력해석

3.1 해석조건 

이 연구에서는 수년 전 대규모 매립이 수행되어 부지가 조성된 서해안의 S지역에서 최근 도로 건설이 계획된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지진시 안정성평가를 위한 유효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계획된 도로 성토부지는 Fig. 2와 

같다.

Fig. 2. Analytical site condition

수치해석에 있어서 지진하중에 대한 고려는 붕괴방지 1등급인 0.154 g를 적용하였으며 입력지진은 장주기특

성의 지진과 단주기특성의 지진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지진가속도이력을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a) Long period earthquake (b) Short period earthquake

Fig. 3. Input earthquake acceleration ti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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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시 입력된 지반물성과 동적물성은 Tables 1과 2와 같다. 이때, 지반물성은 실내실험을 통해 산정하였

으며 동적물성은 국내 경험식(Sun, 2010)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Table 1. Soil properties

N
unit weight

(kN/m3)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deformation 

modulus

(MPa)

Poisson 

ratio

Permeability 

coefficient 

(m/sec)

reclaimed land 16 18.0 8.0 23.0 14.0 0.36 1.4E-03

clay (N≤6) 3 17.0 30.0 0.0 4.0 0.40 5.2E-07

clay (N>6) 10/30 17.5 57.5 0.0 7.0 0.39 2.1E-06

silt (N≤6) 4/30 18.0 32.5 0.0 6.0 0.40 4.8E-06

silt (N>6) 13/30 18.5 62.5 0.0 10.0 0.39 1.9E-05

sand (N≤10) 6/30 18.5 0.0 26.5 14.0 0.37 9.0E-04

sand (N>10) 21/30 19.0 0.0 28.0 19.0 0.35 9.0E-04

weathered soil (N≤30) 18/30 19.0 17.0 28.5 50.0 0.33 1.6E-04

weathered soil (N>30) 50/27 19.5 19.0 30.0 90.0 0.33 6.3E-04

weathered rock 50/5 21.0 30.0 32.0 300.0 0.30 2.9E-04

soft rock - 24.0 300.0 35.0 2,000.0 0.26 6.2E-05

hard rock - 26.0 1,000.0 39.0 4,500.0 0.23 3.4E-06

Table 2. Dynamic soil properties 

elastic wave (m/sec) shear modulus elastic modulus Bulk modulus
Poisson ratio

Vp Vs (MPa) (MPa) (MPa)

reclaimed land 1,200 210 81 240 2,537 0.48 

clay (N≤6) 1,100 170 50 149 2,032 0.49 

clay (N>6) 1,400 200 71 213 3,405 0.49 

silt (N≤6) 1,100 180 60 177 2,143 0.49 

silt (N>6) 1,300 240 109 322 3,045 0.48 

sand (N≤10) 1,300 200 76 225 3,090 0.49 

sand (N>10) 1,400 250 121 360 3,638 0.48 

weathered soil (N≤30) 1,500 280 152 451 4,160 0.48 

weathered soil (N>30) 1,700 360 258 762 5,407 0.48 

weathered rock 1,900 500 536 1,567 7,021 0.46 

soft rock 2,400 800 1,567 4,506 12,016 0.44 

hard rock 3,600 1,200 3,820 10,984 29,290 0.44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Fig. 2를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망(mesh)을 조성하면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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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sh for numerical analysis

3.2 수치해석 결과

Finn모델을 이용하여 유효응력해석을 수행한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중 최대간극수압과 최대수평변위가 나타

난 곳(Tables 1&2의 상부모래층)의 결과를 나타내면 Figs. 5 및 6과 같다. 

(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5. Numerical analysis result under long period earthquake

(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6. Numerical analysis result under short period earthquake

Figs. 5와 6을 보면, 과잉간극수압비가 장주기 및 단주기 지진입력시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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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반보

강을 고려하여 Fig. 7과 같이 다시 수치해석망을 재조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지반보강은 성토부 

지하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Fig. 7. Mesh for numerical analysis after ground improvement

지반보강에 대한 수치해석에 있어서, 지반보강부의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난 풍화토 상부의 물성을 대입하였

다. 해석결과, Tables 1과 2의 상부모래층에서의 결과는 Figs. 8 및 9와 같다. 

(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8. Numerical analysis result under long period earthquake after soil improvement 

(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9. Numerical analysis result under short period earthquake after soi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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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전후의 수치해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강 후 과잉간극수압비는 장주기는 0.6 수준, 단주기는 0.7수준으

로 약 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변위의 경우에는 약 1/3수준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강을 통해 지

진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해석 결과, 매립지반에서 붕괴방지 1등급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액상화가 발생 수준의 과잉간극수

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평변위도 도로의 파손을 야기시킬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대비한 지반보강이 함께 이루어지면 지진시 과잉간극수압고 수평변위의 발생수준이 보강 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시주요 시설물(붕괴방지 1등급)을 건설할 경우, 시설물 부지 주

변에 대한 지반보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진동대시험을 통한 지진시 안정성평가

이 연구에서는 3장의 수치해석과의 비교를 위해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수평변위가 높게 나타난 장

주기 지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보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강 전후로 진동대시험을 2회 실시하였다. 진동

대시험의 개요도는 Fig. 10과 같다. 

(a) before soil improvement (b) after soil improvement

Fig. 10. Shaking table test condition

진동대 시험결과, 최대 간극수압과 최대 수평변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면 Fig.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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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11. Shaking table test result before soil improvement 

(a) Excess pore water pressure (b) Lateral displacement

Fig. 12 Shaking table test result after soil improvement 

진동대 시험결과인 Fig. 11과 Fig. 12를 수치해석 결과인 Fig. 5와 Fig. 8의 결과를 비교하면 과잉간극수압의 

경우, 개량 전후의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변위의 경우에는 진동대시험의 경우, 보강전보다 

2/3수준으로 나타나 수치해석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치해석결과에 이용된 Finn모델이 과잉간극수

압의 예측을 위한 해석모델로 액상화로 전이될 때부터 시작되는 대변형의 영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범용 프로그램인 FLAC의 Finn모델을 이용하여 지진시 안정성평가를 수행하는 경

우, 수평변위보다는 과잉간극수압의 동적거동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발생한 포항지진의 액상화 발생과 관련하여 도로 성토지반에 대한 지진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매립지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 대규

모 매립지반이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서해안의 S지역을 대상으로 지반보강 전후 및 붕괴방지 1등급 수준의 지진

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입력지진은 장주기 및 단주기 특성의 지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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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안정성 평가에서는 지반의 지진해석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효응력 해석모델을 이용하였으

며 범용프로그램인 FLAC에 내재된 유효응력 해석모델인 Finn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수치해석과의 비교를 

위해 매립지반의 지반보강 전후를 고려한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입력지진은 수치해석에서 수평변위

가 높게 나타난 장주기 지진을 입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반보강 전후를 고려한 유효응력개념의 수치해석 결과, 지반보강 전에는 과잉간극수압비가 1에 해당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액상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반보강 후에는 과잉간극수압의 비는 2/3 

수준, 수평변위의 경우에는 1/3 수준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주기 및 단주기 입력지진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장주기 및 단주기 모두 과잉간극수압비가 1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수평변위의 경우에는 장주기의 경우가 단주기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3)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장주기 입력시 수평변위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고려하여 지반보강 전후

를 모사한 진동대시험 결과, 지반보강 전의 경우, 과잉간극수압비가 1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반보강 후의 경우에는 과잉간극수압비가 수치해석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수평변위는 수치해석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4) 이상의 수치해석과 진동대시험을 통해 지진시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이용한 유효응력 해석모

델인 Finn모델을 이용할 경우, 과잉간극수압의 거동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반면, 수평변위는 해석모델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도로 성토지반의 지진시 안정성 평가시 유효응력개념의 수치해

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과잉간극수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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