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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내진보강공법의 내진성능향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동대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구조체는 비

보강, 보강 구조체로 각각 실규모 크기의 구조체를 2개 제작하였다. 기둥 상, 중, 하부 및 보에 각각 Strain게

이지, 가속도계를 설치한 후 설계펙트럼가속도 0.15g의 30~150%까지 가속도를 증가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비 보강 구조체는 0.2g에서 최대 80cm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강 구조체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

았다. Strain의 변화량에서는 비 보강이 보강보다 최대 1700%크게 나타났다. 가속도의 변화량은 비 보강이

176%크게 나타났다. 진동대 실험결과 본 내진보강공법이 내진성능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증명되었

다.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지진의 빈도

및 대규모의 지진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쓰촨성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0년

칠레 지진 등의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강진으로 학교 건물 등 내진에 취

약한 건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거주 또는 생활하고 있는 주변 건물이 내진에 대해

얼마나 견디는지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대해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으므로 지진으로부터 완벽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8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88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과 1988년 이후

에 건설되었더라도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저층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야기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중요부재에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내진보강공법을 개발하게 되었

다(박성연, 2011).

본 논문에서는 진동대 실험을 통해 내진보강공법

의 내진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건축물 내진기준
우리나라의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역계수 값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지진구역 구분 및 지역계수(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09)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역계수S

1 지진구역 2를 제외한 전 지역 0.22

2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0.14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을 아

래 [표 2]와 같이 5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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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비 보강 구조체 (b)보강 구조체

[표 2] 지반의 분류(한국건축기술사회, 2008)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지반특성

전단파

속도

(m/s)

표준관입

시험

(타격횟수

/300mm)

비배수전

단강도

×
 



 경암 지반
1500

초과

 보통암 지반
760~

1500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 지반

360~

760
>50 >100

 단단한 토사지반
180에서

760
15~ 50

50에서

100

 연약한 토사 지반
180

미만
<15 <50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은 아래 식(1), 식(2)

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 × (2)

여기서  와 는 지반증폭계수로써 등급에

해당하는 1.0을 사용하였다.

3. 진동대실험
3.1 실험구조체 와 진동대
본 실험에 사용된 진동대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

구센터 소재의 진동대를 사용하였다. Table Size는

5m✕5m, 최대하중 60ton까지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다.

비 보강, 보강 실험을 하기 때문에 Table-A, B 2개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진동대의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소재 진동대

진동대 실험에 사용된 구조체는 일반 건축물 과 내진보

강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의 지진 시 거동을 비교 분석하

기 위해 비 보강, 보강 구조체 2개를 각각 실규모 크기로

제작하였다[표 3]. 제작한 구조체의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표 3] 구조체의 규격(cm)
명칭 치수

보 300✕400✕4000

기둥 300✕210✕1720
기초 300✕400✕4000

[그림 2] 비 보강, 보강 구조체
3.2 실험방법
진동대에 비 보강, 보강 구조체를 설치한 후 14.7ton

의 하중을 재하 하여 일반적인 건축물의 상재하중 조

건을 구현하였다. Strain게이지를 기둥 상, 중, 하부 및

보에 각각 비 보강 8개, 보강 14개를 부착하였다. 가속

도계는 기둥 상, 중, 하부 및 보에 각각 비 보강, 보강

1개씩 총 4개를 설치하였다[그림 3]. 게이지 설치 완

료된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 비 보강, 보강 구조체 게이지 설치 위치

(a) 비 보강 Strain 게이지

부착
(b) 보강 Strain 게이지 부착

(c) 비 보강 가속도계 부착 (d) 보강 가속도계 부착

[그림 4] 게이지 설치 완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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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대 작용최대가속도

(비 보강)

진동대 작용최대가속도

(보강)

30% 0.05g 0.05g

50% 0.08g 0.08g

70% 0.11g 0.11g

100% 0.15g 0.15g

130% 0.2g 0.2g

150% N/A 0.23g

(a) 0.11g 실험(비 보강, 보강)

(b) 0.15g 실험(비 보강, 보강)

진동대에 적용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식(3)을 사

용하여 산정된 0.15g를 사용하였다.

  × × 여기서   ,    (3)

설계스펙트럼가속도 0.15g의 30~150%까지 점차 가

속도를 올려가면서 실험을 수행하면서 비 보강, 보강

구조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표 4]. 비 보강은 130%에

서 균열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150% 실험은 수행

하지 않았다.

[표 4] 진동대 작용최대가속도

4. 실험 결과
4.1 비 보강, 보강 구조체에 나타난 결과
0.05g~0.08g 실험에서는 비 보강, 보강 구조체 모두 균

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0.11g~0.2g 실험에서 보강 구조

체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비 보강 구조체는

0.11g 실험 시 비 보강 구조체의 상부에서 0.2mm이하

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0.15g 실험 시 비 보강 구조

체 상, 하부에서 0.5mm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0.2g

실험 시 비 보강 구조체 기초에서 80cm 높이까지 폭

1c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0.2g 실험에서 비 보강

구조체의 균열이 크게 발생하여 0.23g 실험은 보강 구조

체 실험만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보강구조체의 균열은 발

생하지 않았다. 실험종료 후 보강해체한 모습 역시 구조

체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5]. 이는 내진보강공법

이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c) 0.2g 실험(비 보강, 보강)

(d).23g 실험(보강, 보강해체 모습)

[그림 5] 0.11g~0.23g 실험(비 보강, 보강)

4.2 Strain에 따른 보강, 비보강 구조체의 결과.
0.15g 실험에서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조체 하부

Strain의 변화량을 비교했다[그림 6]. 비 보강 구조체가

보강 구조체에 비해서 Z축이 약 120% 정도 크게 나타

났으며, Y축은 비 보강 구조체가 약 1,526% 크게 나타났

다. 0.2g 실험 역시 구조체의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하부 구조체의 Strain변화량을 비교 했다[그림 7]. 비 보

강 구조체가 보강 구조체에 비해서 Z축이 약 103% 정도

크게 나타났다. Y축은 비 보강 구조체가 보강에 비해서

약 1,791%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내진보강공법이

지진 시 구조체의 변형을 억제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

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비 보강 0.15g-5번(z축) (b) 보강 0.15g-9번(z축)

(c) 비 보강 0.15g-6번(Y축) (d) 보강 0.15g-10번(Y축)

[그림 6] 비 보강, 보강 0.15g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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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보강 0.2g-5번(Z축) (b) 보강 0.2g-9번(Z축)

(c) 비 보강 0.2g-6번(Y축) (d) 보강 0.2-10번(Y축)

[그림 7] 비 보강, 보강 0.2g 일 때
4.3 가속도계에 보강, 비보강 구조체의 결과.
0.15g, 0.2g 실험에서 가속도계의 변화량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크게 나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둥 하

부가 가장 지진에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0.15g 실험가속도의 변화량은 비 보강 구조체가 보강

보다 약 5%~111%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8]. 0.2g 실험

에서 비 보강 구조체가 보강 보다 약 31~176%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9]. 비 보강 가속도의 변화량이 보강

가속도 보다 최대 176%크게 나타난 것은 지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내진보강

공법의 지진에 대한 저항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a) 비 보강 0.15g 일 때

(상부)
(b) 보강 0.15g 일 때 (상부)

(c) 비 보강 0.15g 일 때

(중간)
(d) 보강 0.15g 일 때 (중간)

(e) 비 보강 0.15g 일 때

(하부)
(f) 보강 0.15g 일 때 (하부)

[그림 8] 비 보강, 보강 0.15g 일 때 가속도계

(a) 비 보강 0.2g 일 때

(상부)
(b) 보강 0.2g 일 때 (상부)

(c) 비 보강 0.2g 일 때

(중간)
(d) 보강 0.2g 일 때 (중간)

(e) 비 보강 0.2g 일 때

(하부)
(f) 보강 0.2g 일 때 (하부)

[그림 9] 비 보강, 보강 0.2g 일 때 가속도계
5. 결 론

건축물 내진보강공법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대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 비 보강 구조체는 0.11g~0.2g까지 실험에서 최대

80cm까지 균열이 발생 하였으나, 보강 구조체는 균

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2) 보강 구조체는 0.23g까지 실험한 결과 구조물에 균열

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체 후 구조체의 상태 역시 양

호하게 나타났다.

3) Strain의 변화량에서는 비 보강이 보강 보다 최대

1700% 크게 나타났다.

4) 가속도의 변화량 역시 비 보강이 보강 보다 최대

176% 크게 나타났다.

5) 진동대 실험결과 내진보강공법 적용 구조체는 국내

내진설계 적용가속도 이상에서도 전혀 손상이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6) 이를 통해 내진보강공법 적용 시 기존 구조물 내진성

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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