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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based Lifeline is expected to cause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loss accompanied the secondary damage such as paralysis 

of urban functions and a large fire as well as the collapse caused by earthquak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System of Korea is 

being operated with preparation, calculates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the facility through Seismic Fragility Model and evaluates the 

degree of earthquake disaster. In this paper, the time history analysis of buried gas pipeline in city-based lifeline was performed with 

consideration for ground characteristics and also seismic fragility model was developed by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Analysis 

model was selected as the high-pressure pipe and the normal-pressure pipe buried in the city of Seoul, Korea's representative, modeling 

of soil was used for Winkler foundation model. Also, method to apply developed fragility model at GI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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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의 화  고도화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손에 의한 직  손실보다는 가스, 기, 상수도, 통신망 등

의 라이 라인을 포함한 도시기반 네트워크 시설물의 괴에 

의한 도시기능 마비, 형화재, 환경오염과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표도시인 서울의 인구 도는 

2010년 61%로 국 2% 비 약 30배정도 높으며 지진 발

생 시 다른 지역에 비해 1차 인 지진피해 뿐만 아니라 2차

인 지진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국내 실정

을 고려해 볼 때 라이 라인 시설물의 지진재해 정도를 정량

으로 평가하고 체계 으로 응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요구되며, 국내에서는 2006년 지진재해 응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  이다. 국내 지진재해 응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의 규모, 진앙과 같은 정보를 활용

하여 건축물, 인명, 라이 라인의 피해를 각 시설물별 지진 

취약도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동 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가스시설물 취약도 모델

은 미국 HAZUS-MH의 모델을 용하여 피해를 추정하고 

있어, 국내 지반조건  가스 에 합한 취약도 모델 개발

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었다.

매설배 의 지진해석 방법에는 구조물-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Newmark and Rosenblueth, 1971; 

Hindy and Novark, 1979)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

(Hindy and Novark, 1980; Yuan and Walker, 1970; 

Wong and Weidlinger, 1983; Datta and Mash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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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pressure External diameter Standard
Thickness

(mm)

Weight per unit length

(kg/m)

Buried depth

(m)

High pressure pipe

30in(762mm) API 5L Gr.X65 17.5 321.29 4

26in(660mm) API 5L Gr.X65 15.9 252.55 4

20in(508mm) API 5L Gr.X65  11.9 145.58 4

Medium pressure pipe 500A(508.8mm) KS D 3631 7.9 97.4 1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pipeline

10m

1000m
3 translation springs & 

3rotational springs

Three-dimensional 
nonlinear element

Fig. 2 Modeling of buried gas pipeline

y

z

Monitoring point
: 100개

Fig. 1 The cross section of the gas pipe and 

Strain-Stress curve of the material 

Unit(m) Plains
Mountainous 

area

Adjacent river 

area

Reclamation 

soil layer
1.9 1.53 3.1

Sedimentary 

soil layer
2.29 1.11 10.91

weathered soil 

layer
2.19 1.36 0

weathered 

rock layer
3.42 0.31 0

Soft rock layer 0.46 3.29 0.11

normal rock 

layer
0.32 1.17 0

total layer 9.52 8.77 14.12

Table 2 Average depth of the soil layer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area

1986), 단층운동, 산사태, 액상화와 같은 구지반변형을 고려

한 해석(Kennedy et al., 1977; Takada, 1987; Hammada, 

1992; Kim et al., 2003) 등으로 나  수 있다. 지진취약도 

분석은 확률론 인 근법으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석방법에는 데이터에 따라 과거 지진으로 

인해 측된 피해를 통계 으로 분석하는 경험  근방법

(empirical approach)과 구조물을 모델링하여 내진성능을 평

가하는 구조해석 방법이 있다. 국외에서는 과거 지진 피해 데이

터를 이용하여 경험  근방법으로 지진취약도 모델을 개발하

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매설가스배 의 

피해 데이터가 없으므로 구조해석을 통해 지진취약도 분석을 수

행하 다. 지진취약도 분석에는 최우도추정법(Shinozuka et 

al., 2000; Lee et al., 2010; Choi, 2013)을 이용하 다. 

2. 매설가스배  지진해석

2.1 가스  모델링

가스공 시설물  가스배 은 가스공 경로에 따라 주배

(고압배 ), 본 ( 압배 ), 공 ( 압배 , 압배 )

으로 분류된다. 지진해석을 해 사용된 가스 의 표단면

은 국내 도시인 서울시에 매설된 가스배 의 황분석을 

통하여 선정하 다. 주배 (고압배 )의 제원은 한국가스공

사에서 제시하는 배 자재 표 규격(API 5L)을 용하 고, 

압배 의 제원은 가스시설물의 표 규격(KS D 3613)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본 연구에 용된 가스배

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델링된 가스 은 속이 빈 직선배열의 강 을 이용하여 

Fig. 1과 Fig. 2와 같이 하나의 요소의 길이는 10m로 일

정한 100개의 비탄성 요소 모델링하 고, 각각의 에는 

Winkler Foundation 모델의 변수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 링 요소를 이용하여 매설가스배 과 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다. 해석 로그램은 ZeusNL을 이용하 다.

2.2 지반에 따른 해석 이스

국내 표도시인 서울시에서는 GIS 포털 시스템(gis. 

seoul.go.kr)을 운  이며, 시추공  지반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크게 강주변 지역(성동구, 진

구), 산악지역( 악구, 은평구), 일반 인 평야 지역(노원구, 

강서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GIS 포털 시스템에 공시된 

서울시 지역의 시추공 데이터 50개를 통해 서울시 지역의 각 

지층들의 깊이를 분석하 고 Table 2에 나타냈다.

국내 고압가스배 의 매설깊이 설계기 은 4m이며, 도시

가스배 의 매설깊이 설계기 은 평균 1m이다. 따라서 지층 

분석 데이터와 가스배  매설깊이 설계기 에 따라 가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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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year, station) Direction PGA(g)

Kobe EQ

(1995, JMA Kobe station)

Longitudinal 0.632

Transversal 0.829

vertical 0.341

Northridge EQ

(1994,City hall ground station 

in Santa Monica) 

Longitudinal 0.370

Transversal 0.883

vertical 0.232

ChiChi

(1999, CHY006 Central 

Weather Bureau)

Longitudinal 0.364

Transversal 0.344

vertical 0.184

El-Centro

(1940, Imperial Valley 

Irrigation distict)

Longitudinal 0.214

Transversal 0.349

vertical 0.210

Victoria, Mexico 

(1980, 6604 Cerro Prieto)

Longitudinal 0.621

Transversal 0.587

vertical 0.263

Loma-prieta

(1989, 47381 Gilroy Array #3)

Longitudinal 0.555

Transversal 0.360

vertical 0.271

Table 4 PGA by the direction and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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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ime history of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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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ime history of  base

Fig. 3 Time history curves of acceleration by bases

은 매립/퇴 토 지반에 매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반조건에 따른 해석 이스는 매립·퇴 토 지반과 매립·퇴

토 지반을 구성하는 지반  순수 사질토 지반, 순수 토 

지반, 토·실트 지반 해석 이스를 추가하여 총 4가지의 

이스로 나 어 해석하 다. 지반조건에 따른 지층의 지반 

물성치는 서울시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Table 3은 

각 지반 해석 이스별 지반의 물성치(지반의 단 량, 내

부마찰각, 착력, 단 속도)를 나타내며 지반의 물성치와 

매설깊이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Analysis cases

Material properties

Unit 

weight

(tf/m³)

Adhesion

(tf/m²)

Angle of 

internal 

friction (°)

Shear wave 

velocity

(m/sec)

Reclmation· 

Sedimentary Soil
1.5~1.7 0.0~10.0 20~30 230

Sandy Soil 1.7~1.9 0 25~35 248

Clay 1.6~1.8 0.0~10.0 15~25 191

Clay Silt 1.4~1.7 0.0~5.0 10~20 199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four different analysis 

cases

2.3 입력지진

지진취약도 모델 개발을 하여 수행하는 지진해석에서 가

장 요한 사항은 입력지반운동 작성이며, 입력지반운동의 크

기  특징에 따라 시설물의 지진취약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지진취약도 함수를 결정할 만한 강진기록이 부족

하여 다양한 진동수 역의 해외실측지진 6개(Northridge, 

Kobe, El-Centro, Loma-Prieta, Chichi, Victoria, Mexico)

와 한국형 인공지진(Park et al., 2012) 4개를 포함하여 총 

10개를 선정하 다. 각 지진은 0.2g~3.0g까지 0.1g 단 로 

스 일링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외실측지진의 방향별 

PGA는 Table 4와 같다.

한국형 인공지진은 한반도의 지질 특성을 반 한 설계응답

스펙트럼으로 국내 실정을 반 한 500년 재 주기 응답스펙

트럼(UHRS, 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이

다. 지반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지반별( ) 한

반도형 입력지반운동을 작성하 다. 총 4종( )의 한반

도형 인공지진운동을 작성하 는데, 는 보통암 지반, 는 

매우 조 한 토사  연암지반, 는 단단한 토사지반, 는 

연약한 토사지반을 나타낸다. 작성된 시간이력은 총 20.48

로 0.005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기 에서 제시한 

지진 지속시간 18 와 강진 지속시간 7  이상 기 을 만족

한다. Fig. 3은 지반별 가속도 시간이력 그래 이다. 

 지진 의 입력은 지반의 특성과 시간지연효과를 반 하

여 정 지진해석을 수행하 다. 시간지연효과는 Fig. 4와 같

이 지반의 단  속도를 고려하여 가스  모델의 노드별로 시

간차를 두어 입력하 다. 시간차는 가스 의 요소길이에 평균 

단  속도를 나 어 구하 고, 평균 단 속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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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amation․

Sedimentary 

soil

Adhesion

(kN/m²)

Unit weight of soil

(kN/m³)

angle of internal 

friction of soil(°)

Static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Buried depth

(m)

Strain Stress
X1 X2 X3 X4 X5

Mean 5 1.6 25 0.375 4

S.D. 5 0.1 5 0.125 1

C.O.V 1 0.063 0.2 0.333 0.25

Case 1 5 1.6 25 0.375 4 -0.0024 -448.6

Case 2 0 1.6 25 0.375 4 -0.0014 -284.6

Case 3 10 1.6 25 0.375 4 -0.0038 -451.4

Case 4 5 1.5 25 0.375 4 -0.0023 -448.4

Case 5 5 1.7 25 0.375 4 -0.0025 -448.8

Case 6 5 1.6 20 0.375 4 -0.0019 -405.0

Case 7 5 1.6 30 0.375 4 -0.0031 -450.0

Case 8 5 1.6 25 0.25 4 -0.0024 -448.6

Case 9 5 1.6 25 0.5 4 -0.0020 -419.5

Case 10(3m) 5 1.6 25 0.375 3 -0.0022 -448.0

Case 11(5m) 5 1.6 25 0.375 5 -0.0031 -450.1

Table 5 The result of time history analysis of Reclamation․Sedimentory soil by El-centro 0.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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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Model of pipeline (b) Earthquake input of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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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층 두께와 지층별 단  속도를 이용하여 식 (1)에 

의해 산정하 다. 따라서 0.01  간격으로 지진 입력하 다. 













 





(1)

여기서, 는 지층 i의 두께,  지층 i의 단 속도이다. 

2.4 지진해석

주배 (고압배 )의 각 배 별 해석 이스는 입력지진 10

개와 각 지진의 PGA 스 일링 9개, 가스 이 매설된 지반

(매립/퇴 토, 사질토, 토, 토·실트지반) 4개, 지반 이

스의 지반정수와 매설깊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델 변수

( 착력, 단 량, 내부마찰각, 정지토압계수, 매설깊이)에 

따른 총 해석 이스는 약 8,640개가 된다.

본 ( 압배 )의 해석 이스는 입력지진 10개와 각 지진

의 PGA 스 일링 9개, 가스 이 매설된 지반(매립/퇴 토, 

사질토, 토, 토·실트지반) 4개, 지반 이스의 지반정수와 

매설깊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모델 변수( 착력, 단

량, 내부마찰각, 정지토압계수, 매설깊이)에 따른 총 해석 

이스는 약 5,760개가 된다. 해석결과 최  변형률과 최  

응력은 단부지 에서 발생하며, 매립퇴 토지반 El-centro 

0.2g지진의 시간이력해석 결과 샘 을 Table 5에 정리했다.

3. 매설가스배  지진취약도 모델 개발 

3.1 지진취약도 분석법

지진취약도 분석은 최우도추정법(Shinozuka et al., 

200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최우도추정법은 최우도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방법은 N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번째 구조물이 PGA(Peak Ground 

Acceleration)가 일 때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손상발생확률을 증가시키고, 손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에는 손상발생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우도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최우도함수는 식 

(2),(3)과 같이 정의된다.

 




  
  

 (2)

 






 


 (3)

여기서,  는 지진취약도 함수( 수정규분포함수), 

는 앙값, 는 로그표 편차, 는 번째 구조물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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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case
Korean earthquake Overseas earthquake

Median Log-Sd Median Log-Sd

High pressure 

pipe 30in

Reclamation․

Sedimentary soil

stress 4.12 0.56 1.13 1.26

strain 8.83 0.43 3.50 0.90

Sandy soil
stress 6.24 0.28 1.50 1.17

strain 10.54 0.35 4.44 0.87

Clay
stress 6.26 0.54 0.89 1.22

strain 10.97 0.25 1.93 1.12

Clay Silt
stress 4.14 0.33 1.61 1.19

strain 8.03 0.40 3.54 0.93

High pressure 

pipe 26in

Reclamation․

Sedimentary soil

stress 5.93 0.38 1.34 1.44

strain 12.00 0.01 4.56 1.27

Sandy soil
stress 7.90 0.39 1.60 1.41

strain 12.00 0.01 11.48 1.42

Clay
stress 5.88 0.46 1.04 1.38

strain 12.00 0.01 2.52 0.79

Clay Silt
stress 4.87 0.29 1.67 1.43

strain 12.00 0.01 2.90 0.69

High pressure 

pipe 20in

Reclamation․

Sedimentary soil

stress 3.97 0.41 1.12 1.01

strain 10.80 0.49 4.42 0.72

Sandy soil
stress 4.43 0.27 1.44 1.28

strain 10.81 0.25 7.79 0.97

Clay
stress 3.26 0.32 0.98 1.21

strain 8.02 0.34 3.64 0.94

Clay Silt
stress 2.72 0.38 1.44 1.19

strain 5.91 0.33 5.34 0.65

Medium 

pressure pipe

500A

Reclamation․

Sedimentary soil

stress 2.37 0.44 0.32 0.93

strain 9.08 1.15 0.81 1.32

Sandy soil
stress 1.84 0.52 0.46 1.25

strain 4.36 0.85 1.09 1.46

Clay
stress 1.78 0.45 0.24 0.96

strain 5.38 0.76 0.50 1.30

Clay Silt
stress 1.83 0.48 0.34 1.02

strain 3.65 0.73 0.69 1.59

Table 7 Median and Log-standard deviation(Sd) by earthquake, soil, pressure

External diameter allowable strain allowable stress(Mpa)

30in(762mm) 0.00689 448

26in(660mm) 0.00723 448

20in(508mm) 0.00702 448

500A(508mm) 0.00467 206

Table 6 Allowable strain and stress criteria for different 

types of pipes classified by diameter
지진의 PGA, 는 랜덤변수, 는 구조물이 특정 손상상태

에 있는 경우   ,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이다. 

3.2 한계상태

매설가스배 의 지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지진취약도 모

델 개발을 해서는 매설가스배 의 변형률과 응력에 한 

한계상태의 정의가 필요하다. 매설가스배  변형률()의 한

계상태는 국내 도시가스 내진설계 세부 기술기 에 따라 식 

(4)와 식 (5)의 결과 에서 작은 쪽으로 산정하 다.

 (4)



 (5)

여기서, t는 배 의 두께, D는 배 의 외경이다. 매설가

스배 의 응력의 한계상태는 API 5L규격에 제시된 배 등

에 따른 항복강도와 KS D 3631에 제시된 항복강도로 정의

하 다. 각 경별 허용변형률  허용응력은 Table 6에 나

타나내었다. 각 이스별 취약도 분석의 결과 손상기 은 변

형률의 한계상태를 붕괴방지수 으로 허용응력의 한계상태를 

기능수행수 으로 구분하 다.

3.3 매설가스배 의 지진취약도 모델

최우도추정법의 매설가스배 의 지진취약도 모델은 이변수 

수정규분포 함수로 나타내며, 이때의 경크기별, 지반 이

스별 앙값, 로그표 편차는 Table 7에 Fig. 5~20과 같

이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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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in fragility curve(Stress/Strain)

Fig. 5 Reclamation/Sedimentary soil

Fig. 6 Sandy soil

Fig. 7 Clay

Fig. 8 Clay silt

- 26in fragility curve(Stress/Strain)

Fig. 9 Reclamation/Sedimentary soil

Fig. 10 Sandy soil

Fig. 11 Clay

Fig. 12 Clay s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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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in fragility curve(Stress/Strain)

Fig. 13 Reclamation/Sedimentary soil

Fig. 14 Sandy soil

Fig. 15 Clay

Fig. 16 Clay silt

- 500A fragility curve(Stress/Strain)

Fig. 17 Reclamation/Sedimentary soil

Fig. 18 Sandy soil

Fig. 19 Clay

Fig. 20 Clay s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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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Fragility output the pipelines 

4. GIS 용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ArcGIS 10.1을 이용하여 서울시 지도에 개발한 

취약도 함수를 용시켜 괴확률을 가시화하 다. 

먼 , Fig. 21은 규모 5의 가상지진이 서울시의 한 지 , 

도 37.5728°,경도 127.004°에 발생하 다고 가정한 경우 

지질조건  진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서울시 지도의 격자

별 PGA값을 나타낸 것이다.

진원지는 서울시 지역의 최  PGA인 0.14g의 값으로 계

산되었고 붉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란색 지역의 경우 서

울시 지역의 최소 PGA인 0.05g의 값으로 계산되었다. 각 

격자의 해당 치의 가스배  GIS DB값으로 통합되며 특정 

지역의 가스배 에 한 괴확률을 산정하 다. 

Fig. 21 Showing PGA at grid of seoul

에서 산출된 서울시 지역의 격자별 PGA는 Fig. 22와 

같이 특정 가스시설물, 고압가스배 에 해서 개발한 취약

도 함수를 용시켜 가스배 의 괴확률에 해서 가시화하

다. 본 가스배 망은 주배 의 배 망으로 개발된 모델  

입력지진이 해외실측지진이고, 매립·퇴 토 지반, 경 30in, 

기능수행수 의 취약도 모델을 용하 다. Fig. 22는 가스

배 의 괴확률에 따라 범례를 나 어 가시화하 으며, 정

확히 규정된 범 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범 를 용한 시

로 보여주고 있다. 시의 범례는 괴확률이 0.85이상일 때 

붉은색, 0.80~0.85일 때 노란색, 0.75~0.80일 때 란색

으로 가시화하 다. 하지만 이는 ArcGIS 로그램 상에서 

조정가능하다.

GIS 용 방안으로 특정 가스배 의 괴확률을 통해 지진 

험도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보강 우선순 를 결

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석 상 시설물로 지진발생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압배 과 압배 으로 선정하 으며, 국

내 지반 특성 분석을 통하여 Winkler foundation모델로 지

진해석을 한 모델링을 수행하 다. 지반을 스 링으로 표

하는 기법인 Winkler foundation모델은 강진 발생 시 

변  등을 묘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입력지진은 

해외실측지진 6가지와 한국형 인공지진 4가지를 선정하 고,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결과와 한계상태 정의를 통해서 지진 

취약도 모델을 개발하 다. 

주배 (고압배 )의 경 20in(508mm)배 과 본 ( 압

배 )의 경 500A(508.8mm)배 의 외경의 크기는 비슷

하나 취약도 모델 개발 결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주 

배 과 본 의 매설 깊이 기 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배 의 경우 매설깊이 설계기 이 4m이고 본

의 경우 매설깊이 설계기 이 약 1m로서, 매설 깊이가 얕은 

본 이 지반의 구속효과를 게 받아 지진에 한 험도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

각 이스별 매설가스배 의 취약도 분석 결과 손상기 이 

같은 경우 해외실측지진 가진 시 보다 한국형 지진 가진 시 

더 안 한 경향성을 보 다. 한국형 인공지진과 해외실측지

진의 지진취약도 해석의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한반도

형 인공지진의 사용은 실제지진의 특성을 반 하기 어려우므

로 사용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개발된 국내 도심

지 매설가스배 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통한 GIS 정보 가시

화 연계 활용 방안 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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