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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민 혐오시설로만 취급되는 환경기초 플랜트 시설물들을 최적화하여 지하에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친화적 시설물로 제공함으
로서 지역 상생의 길을 찾는 혁신적인 건설 기술을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강만으로 구성된 지하복합 플랜트를 설치 시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하공간의 영역과 배치된 장치들을 고려하여 기둥의 간격을 가로 세로 10m로 설정하였으며, 소재에 대한
자체하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Brace도 모델링하여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장치하중, 자체하중, 토압, 지진하중을 적용한 구조해
석 결과를 통해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ase1,2의 경우 고정 하중에 의한 처짐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였으나, Case3의 경
우 Brace로 고정 하중이 분산됨에 따라 처짐 현상이 Brace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용소재는 SM460을 선정 하였으며,
해석 결과 안정적으로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하복합 외부 프레임 설계 시 기초 데이터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We pursue innovative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finds a path for local coexistence by optimizing environment-based plant facilities
that are treated only as resident-hating facilities and constructing them underground and providing the upper space as resident-friendly
facilities.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safety when installing an underground complex plant composed of only section
steel. In consideration of the area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devices arranged, the spacing of the columns was set to 10m in
width and length, and braces were also modeled and performed to distribute the self-load on the material. As the boundary conditions,
the conformity of the standard was confirmed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applying the device load, self load, earth pressure,
and earthquake load. As a result, in Cases 1 and 2, the same sag phenomenon occurred due to the fixed load, but in case 3, it was
confirmed that the sag phenomenon occurred in the brace as the fixed load was distributed to the brace. SM460 was selected as the
applied material, and the analysis result confirmed that design is possible stably. Using this analysis method,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designing an underground complex exterio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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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상에 환경기초시설 및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피시설로 인한 사회 및 지역적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기
물과 에너지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일으킨다. 또한 도시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기존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되고
있음에 지하 복합플랜트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지하공간은 도시과밀 지역에서의 공간의 고도이용가능, 에너지 보존 및 환경의
보전 등의 장점들로 인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공간자원이다[1]. 특히 도시인구의 과밀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에서는 토지의 고밀도 이용이 불가피하여, 고층화 위주의 도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가
되어야 한다[2].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의 공사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경제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공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실무 적용되고 있다[3].
복합 플랜트를 지하화 할 경우 NIMBY(Not In My BackYard)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상부
지상 공간을 공원화하고, 제한된 도심지 지하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지하 공간 자체의 특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저감할 수 있다. 복합플랜트를 진행할 경우 잉여 에너지 생산량과 공간 집적율을 향상시키며, 부
산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기술, 플랜트 지하최적 배치 설계 및 구조물 안전성
평가 등의 관련 인프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구성능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구
조물이 가지는 가장 짧은 피로 수명이 목표수명보다 더 큰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의 보강은
응력 집중부 혹은 예상 파손 지점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4].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사회적으로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건축구조기준(KBC2016)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지하층 구조와 지
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준의 개정기준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 지하구조에 대한 내진설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해설에서 상세한 규정은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구조프레임 모듈 형상을 역V형 강재 가새로 보강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
보강 설계방법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보강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기준 실험체와 강재 가새를 사용하여
강도 및 강성을 향상시킨 보강 실험체를 제작하고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무보강 실험체는 기둥에서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박리가 되었고, 가새 보강 실험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목표로 한 성능수준을 보여주었다. 가새를 보강한 실험
체의 경우, 무보강 실험체에 비하여 강성, 강도, 연성능력 그리고 에너지 소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6].
모듈화란 플랜트 구조물을 해상 및 육상에 적합한 크기의 단위로 모듈화하여 현장 운송과 조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체 공
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다. 플랜트 모듈화 공법은 기존의 건설 프로세스인 설계, 제작 및 운송,
도로공사, 특수장비제작, 현장 토목공사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에 추가로 모듈 자자제의 구매 모듈 제작 및 운송 등의 추가
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trade-off가 발생하며, 수많은 의사 결정 요소들을 수반한다[7]. 기존의 모
듈화 방식은 현지에서 장비 또는 파이프랙의 사전조립 유닛, pre-dressed vessel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현지
작업의 제약여건, 해외조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공정계통의 연계성, 유틸리티 통합 및 분배, 조립 및 철거 용이성, 운용과
유지보수성 등에 관한 개선을 통하여 자재의 수량, 공사기간, 공사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지하복합플랜트를 지하에 설치 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간 레이아웃 활용성을 높이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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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대상 및 방법
2.1 해석 대상
Fig. 1에 도시한 지하복합플랜트의 공간 크기 (가로 40m, 세로 40m, 높이 10m)와 공정유닛의 무게 등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
다. 소재는 SM460(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으로 항복 및 인장 강도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하였으며, 지하복합플랜트의 높
이와 넓이,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프레임 간격을 10m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지진하중, 장치하중, 토압하중 등을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를 통해 프레임의 단면 사이즈와 적절한 설계 형상을 파악하였다.

(a) 지하복합 구조물 2D 배치 평면도

(b) 지하복합 구조물 3D 배치 모델링

Fig. 1. Drawings of underground complex structure

2.2 관련 이론
건축구조물 지하구조물 외부 구조프레임 해석 시 필요한 지진하중, 토압 하중, 장치하중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분
포하중의 경우 Table 3을 참고하여 각 Beam에 적용되는 무게들을 분포하중으로 적용하였다. 지진하중 산정방식은 지진의 가속
도계수는 1구역으로 0.22g를 적용하였으며, 중요도계수는 1000m2이상의 처리시설로 1.00을 적용하였다. 반응수정계수는 하부
구조 강재사용으로 5.0를 적용하였다. 토압 하중의 경우 비포화 모래지반에서의 Rankine 토압을 적용하였으며, 벽이없는 구조
물에 대하여 Beam부분에서만의 토압을 적용하였다[9].
1) 지진하중
   × 

(1)

×
  
×

(2)

여기서 S는 가속도계수로 지역과 지반에 따라 정해진다. I는 중요도계수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며, R은 반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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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구조시스템계수로 건물의 구조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I와 R은 건축구조기준(KBC2016)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T
는 건물의 고유주기로 이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게 되고, 지반자체의 고유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일
치하는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붕괴될 수 도 있다.
2) 토압(Rankine)
cos   cos 
cos   
   cos 
cos   
cos   cos 

(3)

cos   cos 
cos   
   cos 
cos   
cos   cos 

(4)

β는 지표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이며,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이다. β가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sin 

     tan     
  sin 


(5)


  sin 
     tan     
  sin 


(6)

비포화 모래지반에서의 토압은 다음과 같다.

      


(7)


      


(8)

2.3 구조 프레임 모델링 및 해석 방법
지하복합 구조물의 공간 크기는 Fig. 1의 크기로 가로 40m, 세로 40m, 높이 10m로 Fig. 2와 같이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구조
프레임의 기둥 간격과 위치는 배치된 장치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동일한 강재량에 대하여 X형 가새는 K형이나 V형 가새에
비하여 수평강성면에서 그 성능이 뛰어나지만, 개구부 계획에 제한이 따라서 V형의 가새로 결정하였다. Fig. 2는 프레임 모델링
결과이며 프레임 모델링의 경우 기본적인 프레임에서 내진 보강을 위하여 Brace를 V자형(V-Type)와 역V자형(C-Type)형태로
형상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소재의 선정의 경우에는 향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볼트 체결 및 용접이 가능하며 국내
에서 많이 사용하는 압연강재 SM460(KS규격), 단면사이즈는 H 200×200×8/12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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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ule envelope and structural frame for structure simulation

본 연구에서는 건축구조 설계기준 KBC 2016[10]에 제시되어있는 국내 코드와 강재 규격과 종류를 도입하였다. 해당 기준은
Midas Gen Analysis & Design 2009[11] 참고 문헌과 같이 Midas Gen의 구조해석 시 지진하중, 고정하중, 토압하중 조건을 반영
하는데 사용되었다.
지하 복합 플랜트 외곽 구조프레임 해석에 필요한 요소인 적용 소재, 하중조건(장치, 지반, 토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Table 1에는 소재 성분과 하중 조합을 진행할 하중 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장치 분포하중은 도면 분석을 통해 Table 3
에 나타낸 사이즈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토압 하중에서의 마찰각은 30°, ν는 0.43 kN/m3, 단면적은 3 m2, 길이는 10m을 적용하였으며, 지진하중에서 가속도계수는
0.22g, 중요도계수는 1.00, 반응수정계수는 5, 고유주기는 0.1, 건물중량은 130ton KBC 2016[10]에 근거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Condition of structural steels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구분

인장강도(MPa) 항복강도(MPa) 탄성계수(GPa)

SM460

570

460∼570

210

화학성분 (%)
C

Si

Mn

P

S

0.20

0.55

1.7

0.03

0.03

Table 2. Boundary condition for structural simulation
Case

소재

flame Size

장치 하중

토압

지진하중

SM460

40 m(W)×40 m(L)× 10 m(H)

250 kN

6.4kN

±X : 0.057 g,
±Y : 0.057 g

Case 1
Case 2
Case 3
Dead Load : 실제 무게 + 10%

Table 3. Type of device load
장치명

해석사이즈(m)

장치명

해석사이즈(m)

방지시설

20 × 10

연소기

20 × 10

폐기물저장조

10 × 20

탈수기

10 × 10

수열탄화

10 × 10

질소회수

10 × 20

폐수처리

10 × 20

혐기소화조

2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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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구조 프레임 해석 형상을 3가지로 하여 진행 하였으며, 3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건축 구조에서 쓰이는 X와 V형상 중에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 보수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V 형상을 주로 쓰고 있어서 V형상을 선정하였으며, 하중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
해 case 1의 brace(가새) 없는 경우와 case 2 brace 역V자형(C-Type), case 3의 V의 경우 총 3가지를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구조해석결과, case1,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단 쪽의 장치 하중이 모여 있는 위치에 최대 응력이 나타나며, case2의 경우
Brace의 상단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났다. case 1,3의 경우 상단 beam부분에 대한 변위 값이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으며,
case 3의 경우 Brace의 하단 부분의 변위 값이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다. case 1,3의 최대 변위 값은 0.365mm와 0.0957mm이고,
case 2은 8.559mm 으로 나타났다. 각 case 별 구조 해석 결과를 통해 Beam과 Brace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토압이나 지진하중으로 인한 Beam의 뒤틀림 혹은 휘어짐, 좌굴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Case2의 경우에는 Case1과 비교하였을 때, 상부 빔의 하중을 분산시키려는 Brace의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Case2의 경우에는 Brace로 상부 하중이 분산되어서 구조물의 상부의 변위 값이 거의 없는 반면 Brace의 하단부의 변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물의 Beam Ratio비가 0.8~0.9 사이에 들어가는 단면으로 수정하여 구조 안전성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각 Case에 사용가능한 Beam 과 Brace사이즈 결과를 Table 5와 같이 도출하였다.
위의 결과의 원인은 brace 역V자형(C-Type)형상인 case2의 경우에는 상부에 중력 하중 방향이 brace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
여서 case1과 같은 반면 case 3의 V의 경우에는 상단 프레임에서의 brace 위치 길이만큼 중력하중이 분산 되어 안전성 높은 것으
로 확인 되었다.

Fig. 3.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1

Fig. 4.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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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3

Table 4. Result of structural simulation
구조해석 결과(SM460)

구분
Case 1

핵심결과

판정

최대변위: 0.365mm, 최대응력: 24.23 MPa
Ratio 값 :0.805(Beam) / - (Brace)

적합

최대변위: 8.559mm, 최대응력: 17.91 MPa

Case 2

적합

Ratio 값 :0.847 (Beam) / 0.972 (Brace)
최대변위: 0.0957mm, 최대응력: 17.64 MPa

Case 3

적합

Ratio 값 :0.831 (Beam) / 0.827 (Brace)

※ 구조해석시 Ratio 값이 1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판단함.

Table 5. Beam size for design safety
구분

구조물 단면사이즈
Case 1

Case 2

Case 3

Beam

H 175×175×7.5/11

H 300×300×10/15

H 450×200×9/14

Brace

-

H 294×302×12/12

C 380×100×13/20

SM460 소재를 사용하여 case{40 m(W)×40 m(H)×10 m(L)}에 대한 지하복합 외부 구조 프레임 하중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체크 ratio값(작용 하중과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비율)이 1보다 작으므로 Table 4와 같이 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며, Fig.
6에서 각 case에 대한 하중에 따른 구조프레임의 변위량과 응력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case 3의 경우에는 변위량
이 점점 커지고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결과를 통해서 구조프레임 설계 및 제작에 기계장치의 진동 및 Beam이 아닌 외벽에 대한 토압을 고려하여 H빔 단면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구조프레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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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1 to 3

4.결론
이상과 같이 지하 구조물 외부 프레임을 제작하기 위한 구조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형강만으로도 설계한 프레임에 대한
설계 안전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부 프레임 구조 설계 시 지형 및 기자재 형상에 따라 장치 위치에 따른 집중하중부위를 고려하여 Beam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H빔의 경우 최소한 H175×175×7.5/11 사이즈로 설계를 해야 한다.
SM460 소재에 대한 복합 하중 결과는 모두 만족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할 시 SM460이 갖는 물성치(항복강도 :
570MPa, 인장 강도 : 460~570MPa, 탄성계수 : 210GPa) 이상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과 하중조건을 지하 구조물의 외부 구조프레임 설계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외부 프레임만으로도 pipe rack 모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Beam 사이즈와 소재를 분석 하였으며 위와 같
은 분석방법으로 지하 구조물의 구조프레임 형상 설계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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