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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or evaluate seismic performance, pseudo-dynamic test and shaking table test are 

experimented through using small scaled model to relief restriction, though, reserch about 

similitude law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propose adequate similitude law for improve 

economical efficiency and reliability.

요  약

    최근 국내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실험 시 구조물의 크기, 실험장비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을 극복하고자 축소모형을 통하여 유사동 실험과 진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사법칙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해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는 한 상사법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한 실험은 구조물의 형화에 따라 실물크기의 구조물

로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실의 공간제약과 실험기기의 가력성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실 인 

제약이 존재하기에 축소모형의 활용이 필연 이며 이에 따라 정확한 상사법칙이 요구된다. 이 연구

에서는 재까지 철근과 콘크리트의 이 인 재료특성에 기반한 상사법칙을 제안하 고 원형구조

물과 축소모형에서 다른 재료특성의 사용에 따른 향을 반 하 으며 일련의 시뮬 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 다. 

2. 제안 상사법칙

  성력의 정확한 모사를 해 원형구조물과 축소모형의 가속도 차원이 동일한 Artificial Mass 

Simulation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1과 표 1의 재료를 사용한 RC기둥에 해 재료비선형성이

고려된 상사법칙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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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rain distortion model

   

Prototype
Scaled 
Model

misc.

Concrete 43.4 MPa 21.7 MPa 


Steel

400 MPa 400 MPa   is reduced 

according to 
strength 

similitude law

 1520 mm
2

30.4 mm
2

 200 GPa 200 GPa

표 1  Material properties  

   

3. 제안 상사법칙 검증 

  그림 2와 같은 단면을 가진 RC기둥에 하여 정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그림 3의 차에 

의한 유사동  시뮬 이션을 통하여 원형 구조물과 축소모형의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상사법

칙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a) prototype                  (b) scaled model

Fig. 2 Cross section of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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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umerical integration procedure for 

pseudo-dynamic simulation

4. 결 론

  제안한 상사법칙에 따라 축소모형을 통해 원형 구조물의 거동 측 시, 기존 연구보다 향상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콘크리트의 강성만으로 평가되던 기존의 방식을 확장해 철근의 강성고려를 통해 변 , 가속도 

응답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2) 동역학  문제에서 시간의 차원에 변형률비를 고려하여 각 응답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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