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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natural gas has steadily increased due to its economical advantage and increased demand of clean energy 

uses. Accordingly, construction of LNG storage tanks is also increased. Secure of the stability of LNG tanks storage requires 

high technology as natural gas is stored in a liquid state for efficiency of storage. When a cryogenic LNG fluid leaks on 

ground due to a defect in LNG tank, damage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Many researchers evaluated the critical and 

negative effects of LNG leakage, but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the effect of cryogenic fluid leakage on the ground supporting 

LNG tank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reezing expansion of the ground during cryogenic LNG fluid leakage was evaluated 

considering various outflow situations and ground conditions. The LNG leakage scenarios were simulated based on numerical 

analyses results varying the surcharge load,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s, and soil types including freeze-sensitive soil. 

Consequently, short and long term ground temperature variations after LNG leakage were evaluated and the resulting ground 

behavior including vertical displacement behavior and porosity were analyzed.

요   지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저장하기 위한 LNG 탱크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LNG는 효율적인 저장을 

위해 극저온의 유체로 액화되므로, LNG 탱크의 결함으로 인한 LNG 유출은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LNG 유출 상황에 대하여 발생가능 한 피해 영향을 평가하였으나, 극저온의 LNG 유체가 유출될 경우 LNG 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지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NG 탱크 및 지반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LNG 유출에 따른 동결 지반의 역학적, 열적 거동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출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상재하중, 온도 경계조건, 흙의 동결 민감성 변화에 따른 지반과 기초구조물 거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LNG 유출 이후 지반의 단기 및 장기 온도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지반 동결에 따른 간극 및 연직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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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수

급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광받

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낮은 수급 

안정성과 출력 변동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

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천연가스는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써 그 사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보완재 역할로도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미

개발된 다량의 천연가스가 남북극권과 같은 극한지에 매

장되어 있어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통상 천연가스는 –163°C로 액화시킴으로써 부피를 기

체상태에 비해 1/600 수준으로 수축시킨 후 저장하게 되

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라고 

부른다. LNG 저장탱크는 내부에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재

료(콘크리트 대비 최소 40∼80배)를 배치함으로써 극저온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가 탱크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

록 하는데, 국내에서는 PUF(Poly Urethane Form)라는 난

연성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PUF의 열 전달계수는 콘

크리트의 1.17% 수준으로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나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ong 

and Kim, 2014). 단열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

로 LNG 탱크는 초저온 상태의 유체를 포함하게 되므로 지

반 및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열 전달 특성까지 

반영한 해석기술 및 설계 노하우가 요구된다(USGS, 2008).

LNG 유출 상황은 코너 프로텍션(corner protection) 이

하의 경미한 양이 유출되는 경우와 내부탱크 파괴 등의 극

심한 유출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모두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44년 미국 클리블랜드 LNG 탱

크 유출에 따른 화재로 131명이 사망하는 LNG 역사상 최

초의 대형 참사가 있었으며, 2004년 알제리의 스키다시

(Skikda City. Algeria)의 경우 LNG 유출에 따른 증기운 

형성과 폭발이 동반되어 약 8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Lee and Kim, 2012). 이러한 LNG 유출의 

위험에 대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LNG 유출 상황

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나(Fay, 

2003; Koo et al., 2009; Gravel et al., 2013; Kim et al., 

2013; Song and Kim, 2014), LNG 유출에 따른 지반 거동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은 동결 시 체적이 팽창하게 되며, 특히 지반 내 간극

수의 동결은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아이스 렌즈를 형성하

여 지반의 과도한 팽창을 야기할 수 있다(Taber, 1930). 지

반이 동결팽창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융기되므로 상부 구

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NG의 

극심한 유출상황 또한 지반의 동결과 이로 인한 구조물의 

추가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결지반과 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이 심도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NG 유출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LNG 탱크 저면 지반의 동결현상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CAE를 사용하였다. LNG 탱크와 기초를 모사

한 단순 열 전달 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시간의존적 

온도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결과를 열-변위 연계 해석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후 열-변위 연계 해석

을 통해 다양한 LNG 유출 시나리오를 구현하였고, 각 유

출 시나리오에서 상재하중, 온도 경계조건, 지반의 동결 

민감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기초 및 지반의 수직 변위, 

온도 변화, 간극률 및 얼음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지반 동결

동결팽창은 지반 내 간극수의 동결로 지반이 부풀이 오

르는 현상을 말한다(Taber, 1930). 간극수의 동결 자체는 

지반이 크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큰 부피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나,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간극 내 물이 얼면서 주변

의 부동 간극수를 끌어들여 얼음 덩어리(ice lens)를 형성

하면서 지반 전체의 큰 부피팽창을 야기한다(Fig. 1). 이러

한 동결팽창 매커니즘으로 인해 원 지반 단위 체적의 9% 

이상으로 지반의 체적변화가 발생하며, 이 힘은 지표면에 

설치된 구조물의 일부분을 들어 올릴 정도로 큰 힘을 갖는

다. 동결팽창의 원인이 모세관 현상에 의한 얼음 덩어리 

형성이라는 점에서 흙의 종류는 동결팽창 크기를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모세관 현상은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공극의 크기와 표면장력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

며, 실트질 흙에서 잘 발생한다. 자갈 및 모래 등은 공극이 

커 모관압이 낮아 지속적인 간극수 공급이 어렵고, 점토질 

흙은 공극이 작아 간극수 공급이 실트에 비해 천천히 이루

어지고, 얼기 시작하면 부동수의 흐름이 발생하기 어렵다

(Terzaghi,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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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결 지반 해석 이론

북반구 중위도 권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

렷하여 계절성 동결에 의한 지반공학적 문제에 국한하여 

관련 연구 및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옹벽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의 시설물 해석에 적용되어 왔다(Song 

and Kim, 2004; Yoo, 2013). 한편, 동결 매커니즘을 고려

한 정교한 해석모델에 대한 정립은 영구동토 및 활동층에 

구조물이 설치해야하는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고(Konrad and Morgenstern, 1981; Mi-

chalowski, 1993; Nishimura et al., 2009), 국내에서도 다

공질 재료 및 동토 관련 연구 과제를 통해 정교화된 해석

모델(Shin et al., 2012; Shin, 2014)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지반의 동결현상을 고려한 역학적 거동을 수치적

으로 모사하기 위한 해석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2.1 열-역학 비연계 해석모델(Uncoupled thermal- 

mechanical model)

열 전달 해석모델을 통해 평가된 지반의 온도 분포를 

역학적 해석모델의 각 요소별 초기값으로 할당하여 해석

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물리시스템의 미지변수(변위 u

와 온도 T)는 지배방정식(에너지와 힘의 평형방정식) 당 

하나만 할당되기 때문에 전산해석적 비용 소모가 적고, 수

렴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온도 변화에 따른 

역학적 물성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시간 

이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상태(steady state)가 관

심 대상인 경우에 적용이 적합하다.

2.2.2 열-역학 연계 해석모델(Coupled thermal- 

mechanical model)

온도 및 변위를 미지수로 갖는 에너지와 힘의 평형방정

식을 동시에 풀어내는 방법으로 열-수리-역학(Thermal- 

Hydro-Mechanical, THM) 연계 해석모델에 비해 적은 계

산량을 통해 대상 시스템의 물리적 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반공학적 문제는 간극수의 흐름 및 상 변화에 

의해 지반의 열적,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리 거

동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 열-역학(Thermal-Mechanical, 

TM) 연계 해석모델은 수리 거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수리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

자가 필요하다. TM 해석에서 보통 수리거동으로 인한 인

자는 온도나 변위의 함수로써 기술하여 지배방정식에 반

영된다. TM 연계 해석의 지배방정식에 대한 유한요소 정

식화는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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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질량 행렬, K는 강성행렬, C는 열용량 행렬, 

는 열 전도 행렬, 는 절점 변위벡터, 는 절점 온도벡

터, 는 절점 하중벡터, 는 절점 열유속 벡터이다. 여기

서, C 는 각각 구속압 및 체적변화에 따른 열용량 변화와 

관계되며, K는 온도변화로 인한 체적변화량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방법은 TM 해석모델의 한 종류인 

semi-coupled TM 모델이며, 여기에 Michalowski(1993)

이 제안한 porosity rate function을 적용하여 지반의 동결

팽창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Michalowski 

Fig. 1. Freezing mechanism of ground [modified after Taber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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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hu(2006)과 Zhang(2014)에 의해 매설 파이프라인 

해석에도 적용된 바 있다. Semi-coupled TM 모델은 식 (1)

에서 C 가 제거된 것으로, 범용 해석 프로그램에서 일반

적으로 제공된다. 다만, 동결로 인한 팽창 모델을 제공하

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함수 활용

이 요구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Semi-coupled TM 

모델의 에너지 방정식에서 체적 변화가 열 평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된 반면, 힘의 평형방정식에서 온도 변화로 인

한 시간 의존적 체적 및 응력 변화는 반영되었다. 그리고 

지반의 동결팽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온도 변화에 따른 간

극률 속도 변화를 힘의 평형방정식에 반영하여 지반의 응

력 및 변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동토 지반 구성 모델

동토 구성방정식은 간극수 동결로 인한 열적 물성 변화

와 체적팽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

에 근거하여 연속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1) 지반은 

온도 범위에 상관없이 완전 포화상태를 유지하며, 토립자/

부동수/얼음의 3상으로 구성된다. (2) 열 평형상태인 지점

에서 지반의 토립자, 부동수, 얼음은 동일한 온도를 갖는

다. (3) 지반 변형은 자중 등의 외부하중과 동결팽창에 의

한 변형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분리 기술할 수 

있다. (4) 지반의 열 전달은 등방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Michalowski(1993)의 porosity rate function

을 적용한 semi-coupled thermal-mechanical 방법을 이용

해 지반의 동결팽창을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구축하

였다. Michalowski(1993)가 제안한 동토지반 모델의 핵심

적인 요소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동결로 인한 

지반의 재료적 거동특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온도 의존

적 지반 단위 체적 내의 3상 비율 변화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Michalowski(1993)는 다음의 부동 함

수비의 함수 식 (2)를 이용해 온도 변화에 따른 부동 함수

비 변화를 기술하였다.

 exp  (2)

여기서, ω*는 잔류 부동 함수비, ω0는 동결 온도에서의 함

수비, α는 맞춤상수(fitting factor)로 모두 실험결과를 이용

해 결정한다. 식 (2)는 T < 0 일 때 유효하며, 이외 온도에

서 ω = ω0 로 기술된다.

두 번째는 지반의 동결 팽창이 모세관현상에 의해 공급

되는 간극수의 아이스렌즈 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물리적 매커니즘으로 인해 흙의 종류에 따라 

팽창 정도가 달라진다(Fig. 2). TM 연계해석에서는 간극

수 이동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이를 온도 의존

적 함수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Michalowski(1993)는 Porosity rate function을 제안하고, 

이를 체적팽창량 산정에 이용하였다. 이 식은 실험을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간극률 변화율을 측정하여 얻을 수 있으

며, 이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3)

여기서, 

는 단위 길이당 온도 차원의 갖는 값으로 보정

계수 역할을 하며, 



 값은 흙의 성질처럼 종류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Michalowski and Zhu, 

2006). T는 기준 온도이며, Tm은 간극률이 최대가 될 때의 

온도를 의미한다.

간극률 변화율은 결국 요소 체적 변형률의 시간 변화율

이 된다. 이 값은 스칼라 물리량이므로 2차 텐서인 변형률

로 변환해 주어야 수치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간극

수 동결에 의한 아이스렌즈는 온도구배 방향에 수직한 방

향으로 넓고 높이 방향으로 두껍게 형성된다. 간극수 동결

의 이방적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 이방성 매개변수 ξ를 도

입하여 주 온도구배(principal temperature gradient) 방향

에 대한 좌표계에서의 변형률 텐서를 정리하면 식 (4)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εfh는 동결팽창에 의해 발생

Fig. 2. Porosity rate function [modified after Michalowsk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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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형률 텐서이며, dt는 시간 증분량을 나타낸다.

 








  

  
  

 (4)

3. 기본 LNG 유출 시나리오를 적용한 열 전도 

해석

LNG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탱크 저면 지반의 동결 거

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중소형 모듈러 LNG 저

장 탱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탱크의 제원은 외부 직경 

70m, 높이 30m이며, 비어 있는 상태와 LNG가 가득 채워

진 상태에 대해 각각 14,000ton, 45,000ton 규모의 중량을 

가진다. 또한, 탱크 하부는 구조물의 중량을 견디기 위하

여 강관말뚝 시공 이후 매트 기초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

진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고자 isolator가 연결되어 있다

(Fig. 3).

3.1 유출 시나리오 모델링

Fig. 3의 표준화된 중소형 모듈러 LNG 저장탱크를 Fig. 4

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해석 모델은 축대칭 조건(axisym-

metric condition)을 적용하여 반경 35m의 LNG 탱크 및 

매트기초를 형상화 하였으며, 지반 내 열 전달 범위를 정

확히 평가하기 위해 지반 영역의 너비와 깊이를 175m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BAQUS 

(SIMULIA, 2014)이며, LNG 저장 탱크 및 지반 영역에 

대해 축대칭 열전달 요소인 DCAX8 요소를 적용해 열 전

달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 해석 편의성과 해석결과의 명

확한 분석을 위해 전면 기초 아래로 강관 파일과 내진목적

으로 설치된 isolator가 없다고 가정하여, 외부 탱크와 매

트기초가 직접 맞닿아 있도록 하였다. 지반은 연속체로 가

정하여 Table 1과 같은 열 전도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유출 시나리오는 LNG 탱크 하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LNG의 온도가 매트기초와 인접 지반에 전달되고, 이에 

따라 LNG 유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단순 

Fig. 3. Standardized small or medium modular LNG storage tank

Fig. 4. Modeling of LNG leakag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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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달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LNG의 초기 온도는 -175°C

로 하여 탱크 요소 전체에 초기 온도 및 경계조건으로 할

당하였고, 매트기초와 지반의 초기 온도는 20°C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모델은 자중과 강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 열 전달 해석이므로 지반의 역

학적 물성은 부여되지 않았으며, 열전도계수(conductivity)

와 비열(specific heat)만 적용해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 변

화를 분석하였다.

3.2 LNG 유출에 따른 지반 내 온도 변화

열 전달 해석(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을 14일 기

간(1,209,600초)과 90일 기간(7,776,000초)에 대해 수행한 

결과, LNG 탱크 하부 저면에 국한하여 온도 변화가 관찰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전면 기초 저면으로 약 5m 

내외에서만 온도 변화가 관찰되었고, 기초 측부에서 1m 

이내의 지반영역에 대해서만 온도 변화가 관찰되었을 뿐

이다. LNG탱크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다소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온도 변화가 관측되었다고 분석될 수 있으나, 우

리나라 동결심도를 고려해보면, 타당한 결과라고 판단된

다. 1987년에 제정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제시된 동결

심도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서울 지역은 2개월 

간 영하 이하의 온도가 지속되었다고 했을 때 대략 0.6∼

1m 정도의 동결 심도를 갖게 된다. 지반과 콘크리트가 낮

은 열 전도도와 큰 비열을 갖는 재료라는 점, 그리고 0°C 

이하의 극저온 온도 조건이 지속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반 심도 5m 영역에 대해서만 영하의 온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LNG 누출 시 긴급복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위의 열 전도 해석에 적용한 바와 같이 콘

크리트 및 지반이 극저온에 노출되는 기간은 매우 짧을 것

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콘크리트와 지반은 큰 비열을 갖는 

재료이므로 대응, 복구 시간 동안에 온도가 충분히 넓은 

영역에 대해 낮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지

반 모델은 심도와 폭 방향에 대해 해석 영역을 크게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 기초 저면의 일부 지반만 동결 

가능 온도를 가지게 되므로, 해당 영역에서의 온도구배의 

크고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초 저면의 지

반에 대해 상당히 조밀한 요소 격자망이 요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4. 열-변위 연계해석을 통한 유출 시나리오 다양화

앞서 언급된 단순 열 해석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TM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LNG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

초 및 지반 거동을 평가하였다. 지반과 콘크리트는 금속 

재료 및 기체 등에 비해 열 전도계수가 낮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가시적인 온도 변화 영향이 나타난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numerical analysis

Thermal properties LNG tank Concrete mat foundation Ground (sand)

Conductivity (J/m/°C) 54.0 1.6 2.0

Specific heat (kJ/kg/°C) 0.45 10.00 13.81

(a) (b) 

Fig. 5. Temperature change with LNG leakage time: (a) 14 days, (b) 9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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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사용된 모델은 온도와 변위를 연계하여 해를 구

하기 때문에 해석결과를 얻는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열 전달이 발생하

는 지반 영역에 대해서만 해석모델을 생성하여 전산해석

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상재하중, 온도 경계조건, 하부 

지반의 동결 민감성을 매개변수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거동을 분석하였다. 

4.1 해석 모델링 및 케이스

다양한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지반 내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LNG 탱크의 기초 슬래브와 하부 

지반을 모델링 하였으며, LNG 및 탱크 벽체의 영향은 매

트 기초 위에 작용하는 상재하중으로만 고려하였다. 해석

모델은 축대칭 열-변위 연계 해석 요소인 CAX8T 요소를 

사용하였다. 기초 저면 왼쪽 지반의 2m 영역은 격자망을 

조밀하게 생성하여 온도 변화가 급격이 발생하는 것을 추

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 모서리와 인접하는 지반에

서 응력 집중이 예상되므로, 해당 영역 또한 격자망을 조

밀하게 생성하였다. 지반의 하단과 측면의 변위는 고정시

켰으며, 온도는 열 전도 해석모델과 같이 20°C의 경계조

건을 적용하였다. 매트 기초와 지반의 경계면에 tie con-

straint를 적용하여 완전히 부착되었다고 고려하였다.

해석 케이스는 유출 시나리오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였다.

(1) LNG 잔여량에 따른 분석 : LNG 잔여량에 따른 유

출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위해 매트 기초 위에 작용하

는 상재하중을 각각 100kPa와 35kPa, 2가지로 분류

(2) 경계조건에 따른 분석 : 기초 상단과 측면에만 -175°C

의 온도를 부여하고, 기초 모서리에 적용했던 온도 

경계조건은 제거된 경우와 기초상단과 측부면, 그

리고 모서리와 인접한 지표면에 LNG를 온도 경계

조건으로써 부여한 경우로 분류

(3) 지반 종류에 따른 분석 : 매트기초 저면 지반을 실

트와 점토로 분류

해석에 사용된 열적, 역학적 재료 물성은 Table 2와 같

으며, 지반 특성에 따른 동결 조건 입력을 위하여 porosity 

Fig. 6. Modified modeling for LNG leakage scenarios

Table 2.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used numerical analysis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Mat foundation
Soil

Soil particle Pore water Ice

Conductivity (J/m/°C) 1.60 1.95 0.56 2.24

Specific heat (kJ/kg/°C) 1,000 900 4,180 2,100

Latent heat (kJ/kg/°C) - - 333,000 333,000

Elastic modulus (MPa) 30,000 11.2 11.2 11.2

Poisson’s ratio 0.2 0.2 0.2 0.2

Density (kg/m3) 2,300 2,620 1,000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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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function과 부동 함수비 곡선에 대한 입력값을 Table 3

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지반의 초기 탄성

계수는 11.2MPa이나, 영하로 온도가 변하게 됨에 따라 탄

성계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도록 물성을 정의하였다. 

Table 3에서는 동결 민감토인 실트질 흙과 점토에 대한 

porosity rate function의 입력변수를 제시하였다. 모래의 

경우 간극이 커 모관현상에 의한 아이스렌즈 형성이 어려

워, 동결에 의한 지반 팽창이 미미하므로 해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Fig. 2에 나타낸 실트와 점토질 흙의 Porosity rate function

에서 알 수 있듯이 실트질 흙의 간극률 변화는 특정 온도

에서 급격히 나타난다. 그 결과, 실트질 지반은 해석 소요

시간 증대 및 수렴성의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실트질 

지반 해석 시에는 수렴성 확보를 위해 점토질 지반 해석에 

비해 조밀한 시간증분을 적용하여,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지반의 동결팽창과 구조물의 저항 간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4.2 상재하중에 따른 유출 시나리오 분석

점토질 지반을 대상으로 상재하중에 의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LNG 탱크 내부에 저장물이 없는 경우 35kPa 

수준의 압력만 전면기초에 작용한다. 따라서 상재하중 

35kPa와 100kPa가 작용할 때의 수직 변위, 흙의 단위체적

당 얼음 체적비 변화, 동결팽창에 의한 간극률 증가를 검

토하였다. 참고로 TM해석에서 영하 이하로 온도가 내려

간 지반 영역은 28일 기준으로 지표면으로부터 7∼8m 가

량 떨어진 위치 이내로 존재하였다.

LNG 탱크로 인한 100kPa의 상재하중이 재하된 경우, 

전면기초의 자중과 상재하중으로 인해 기초 저면은 압축

변위가 발생한다(Figs. 7(a) and (b)). 지반의 강성이 기초

에 비해 크게 약하므로, 기초는 연성체(flexible body)로써

의 거동을 보인다. 지반의 온도가 점차 저하됨에 따라 기

초 중앙 저면과 기초 모서리 근처를 중심으로 동결팽창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7일 및 28일 경과 시에 압축변위의 

절대값이 각각 3.5mm, 3.19mm 크기로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0.3mm 크기의 지반의 융기가 발생하

였다. 한편, 지반의 동결로 인한 지표면 융기는 기초의 모

서리에서 최대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온도저하로 동결팽

창이 크게 발생하는 반면 기초 상부에 이를 억제할 수 있

는 하중이 부재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5kPa의 상

재하중이 재하 되었을 때의 시간경과에 따른 기초 중앙지

점에서의 변위를 살펴보면 7일 경과 시 지표면에서 2cm 

가량의 융기가 발생하였고, 28일 경과 시 약 4cm 가량의 

지반 융기가 발생하였다(Figs. 7(c) and (d)). 기초 저면 지

반이 융기됨에 따라, 온도변화가 없는 측부 영역에서의 수

직변위는 감소하였으나, -175°C의 온도 경계조건이 부여

된 영역의 경계점에서 15cm의 지표면 융기가 발생하였다.

LNG에 의한 온도 저하는 상재하중 크기에 상관없이 일

정하였고 단위체적당 얼음함량 또한 상재하중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연직 변위 크기 및 분포 경향 

차이는 상재하중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간극률 변화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0.422이였던 

간극률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기초 저면 및 측부 아래 

지반에서 점차 확대되는데, 7일과 28일 경과 시점에서 최

대값이 0.459, 0.573로 증가하였으며, 발생 위치 또한 지

Table 3. Input parameter for porosity rate function

Porosity rate, nm 

(1/day)

Correction factor, gT 

(°C/m)

Temperature at which 

maximum porosity 

occurs, Tm (°C)

Freezing

temperature, T0 (°C)

Maximum porosity rate, 

nmax (1/day)

Silt 18 100 -0.30 0.0 0.75

Clay 4 100 -0.85 0.0 0.75

Table 4. Input parameter for function of unfrozen water content

Residual unfrozen water

content at some very low 

reference temperature, 

Minimum unfrozen water 

content at freezing

temperature, 

Third material parameter, 

Silt 0.058 0.285 1.00

Clay 0.058 0.28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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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최대 수직 변위 발생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간극률이 커지는 영역이 점차 확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극률 변화가 최저 온도 

발생 지점에서 최대가 되지 않는데, 이는 간극률 증가가 

영하 점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특성

에 기인한다. 즉, Porosity rate function의 형상을 보면, 온

도가 영상이거나 너무 낮으면 간극률 속도가 0이 되므로, 

지속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간극률 증분은 0이 된다.

4.3 온도 경계조건에 따른 유출 시나리오 분석

상재하중 100kPa과 기존 온도 경계조건이 적용된 참조

모델과 달리 기초 상단과 측면에만 -175°C의 온도를 부여

하였고, 기초 모서리에 인접한 지표면에 적용했던 온도 경

계조건은 제거하였다. 온도 경계조건 적용 범위가 좁아지

면서, 참조모델에 비해 기초 측부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지표면의 융기가 관찰되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반 

팽창은 28일 기준으로 7일에 비해 약 1.5cm의 지반 상승

이 발생하였으나, 이 값은 참조모델의 것보다 작은 크기이

다(Fig. 8). 열 전달 경향을 살펴보면 참조모델의 온도 변화

가 더 넓은 영역에 대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하 온도

를 갖는 지반이 넓게 존재할 수 있으나, 온도 경계가 축소

된 모델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지표면 온도 경계조건이 

사라지면서 기초 모서리 측부에서의 온도구배는 더 큰 값

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기초 측부 저면에서의 

동결팽창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Fig. 9(a)의 온도 분포를 살펴보면 지반 영역의 열 

전달은 횡 방향으로 잘 진전되지 않고, 지반 하부 방향으

로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9(b)를 통해 영하 온도를 갖는 영역에 대해 단위 체적에 

대한 얼음 함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얼음 함량 비율과 간극률 변화 경향은 다소 

(a) (b) 

(c) (d)

Fig. 7. Distribution of vertical displacement at after (a) 7 days, (b) 28 days which load is 100 kPa and (c) 7 days, (d) 28 days 

which load is 35 kPa

(a) (b) 

Fig. 8. Distribution of vertical displacement with changing of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at after (a) 7 days and (b)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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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였다(Fig. 9(c)). Porosity rate function에 의해 평가

된 간극률 증분이 누적되어 간극률이 계산되는 것이므로 

간극률 분포와 단위체적 당 얼음 비율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즉, 간극률이 증대됨에 따라 얼음함량이 높을 가능

성이 높지만 온도에 따라 부동수 함량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간극률과 얼음함량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온도와 간극률 분포를 비교해 보면 간극률 

증분이 최대가 되는 0∼-3°C 온도가 지속되는 부근에서 

간극률이 최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물리적 동결

현상을 살펴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매우 낮기만 해도 간

극수 유입이 충분할 수 없어 빙정이 생성될 수 없고 특정

한 온도에서 체적이 크게 증대된다. Porosity rate function

을 적용한 해석결과 역시 실제 현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porosity rate function이 실제 물리적 동결 

현상을 잘 재현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지반종류에 따른 유출 시나리오 분석

Table 4에 제시된 실트질 흙과 점토질 흙의 porosity 

rate function과 부동 함수비의 입력변수를 적용하여 흙의 

종류에 따른 지반의 동결팽창 특성을 분석하였다. 검토 사

항은 동결팽창에 의한 융기 변위, 흙의 단위체적당 얼음 

체적비, 동결팽창에 의한 간극률 변화이다. LNG 탱크 무

게로 인해 전면기초가 100kPa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흙의 종류가 달라졌음에도 온도 분포는 크게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Fig. 10). 열 전달 해석 측면에서 검토해보

면, 실트와 점토 지반 모델의 차이는 온도-부동 함수비 함

수에서 온도감소에 따른 부동 함수비 감소 속도만 차이가 

나타난다. 부동 함수비 감소 속도가 실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등가 열전도 계수의 크기는 다소 증가하나 등가 비

열 크기는 간극수 감소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열전도계수

는 최종온도를 결정하고, 비열은 최종온도에 도달하기까

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얼

(a) (b) 

(c)

Fig. 9. Distribution of (a) temperature, (b) unit volume ratio of ice and (c) porosity at after 28 days with changing of temperature 

boundary condition

(a) (b) 

Fig. 10. Distribution of temperature in (a) silt soil and (b) cla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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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물의 열 전도계수는 거의 유사한 크기를 갖는다. 그 

결과 지반의 종류를 바꾸었다고 하여도 온도 분포의 가시

적인 변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으며, 해석결과도 이를 반

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반의 동결팽창으로 인한 연직변위 분포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기초 중앙부의 처짐은 28일 경과 시점에도 

-2.21cm 가량 침하된 상태이나, 상재하중 재하시점에서의 

침하랑이 -3.56cm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cm 가량의 융

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초 측부는 30cm 가량의 

지표면 상승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 해당 지표면 상에 

재하된 하중이 존재하지 않고, (2)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변

형률 변화율 값이 최대가 되는 영하 근처의 온도가 지속되

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도 분포로 인해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초 측부에 인접한 지반을 중심으로 간

극률이 약 0.6 정도 발생하였으며, 간극률 증가가 기초 저

면 아래로 더 깊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지표면은 최대 

0.9 크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대 간극률 0.75

를 넘지 못하도록 수치해석상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분

점 계산 결과로써는 얻을 수 없다. 즉, 고차요소 사용 및 

후처리 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유출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

에 기반하여 LNG 탱크 저면 지반의 동결현상을 구현하고, 

이에 따른 지반 거동을 분석하였다. 유출 시나리오는 LNG 

탱크에 대한 단순 열 해석과 열-변위 연계해석을 통해 모

사되었으며, LNG 함유량에 따른 상재하중 변화, 온도 경

계조건의 변화, 지반의 종류 변화를 달리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LNG 탱크를 모사한 단순 열 해석의 경우 지반과 콘크

리트는 금속 재료 및 기체 등에 비해 열 전도계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가시적

인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사용된 모델은 온도와 

변위를 연계하여 해를 구하기 때문에 일반 해석에 비

해 해석결과를 얻는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렴

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LNG 탱크와 지반 전체에 대한 

모사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경계조건을 통한 

LNG 탱크 모사와 부분적인 지반 모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상재하중 변화는 오직 간극률과 연직 변위 크기 및 분

포 경향에 영향을 미쳤고, 열전도에 의한 온도 분포와 

단위체적당 얼음함량 변화와는 무관하였다.

(3) 매트 기초와 인접 지표면에 적용되는 온도 경계조건

이 좁아지면서, 기존 모델에 비해 기초 측부와 더 가까

운 위치에서 지표면의 융기가 관찰된다. 열 전달 분포

는 기존 모델의 온도 변화가 더 넓은 영역에 대해 발생

(a) (b) 

Fig. 11. Distribution of vertical displacement in (a) silt soil and (b) clay soil

(a) (b) 

Fig. 12. Distribution of porosity in (a) silt soil and (b) clay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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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영하 온도를 갖는 지반이 넓게 존재

한다. 그러나 지표면 온도 경계조건이 사라지면서 기

초 모서리 측부에서의 온도구배는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기초 측부 저면에서의 동결팽창

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4) 실트와 점토지반에 대한 동결거동을 비교하였다. 간

극수 상 변화에 따른 열 전도 및 열용량 특성이 달라졌

음에도 두 토양에 대해 온도분포의 가시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반의 동결팽창으로 인한 

연직변위의 분포와 간극률은 큰 차이를 보였고, 실트

와 같은 동결 민감성 지반의 동결 거동에 대해 역학적 

거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5) 본 연구는 다양한 LNG 유출 시나리오에 따른 지반의 

동결 팽창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석 

모델이 지반의 상변화와 동결팽창을 모사할 수 있는 

동토모델을 적용하여 LNG탱크 구조물과 인접지반의 

열 전도 특성 및 열-변위 상호거동 특성을 분석하였으

나, 해석모델의 검증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후 

이와 관련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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