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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물의 설계 스펙트럼 기반 내진 안전성 평가

Seismic Safety Evaluation of Bridge Based on Desig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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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진 발생 시 교량 구조물의 내진 안전성 평가를 진행 하였다. 내진 안전성 평가는

KBC2009을 기준으로 대상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에 맞는 설계 스펙트럼을 구축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교량 모델은 상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간단한 선형 탄성 3D Beam 유한요소 모델

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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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 구조물의 경우 산업화 시대에 물류를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주요한 시설물 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고 강이 많은 곳에서는 각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교량 구조물

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노출 되어 있으며 특히 지진으로 인해 붕괴 또는 붕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물류운종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낙동강에 위치한 사문진교를 수치 해석적으로 모델링 하여 KBC2009의 설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사문진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 및 설계 스펙트럼

본 연구의 대상 구조물인 사문진교는 상하행 4차선으로 길이 780m, 폭 10.9m이며 강상형 거더와 강상판형

거더 합성 교량이다. 유한요소 모델링 시 대상 구조물이 대칭이므로 전체 교량의 절반을 유한요소 모델로 구

축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 요소의 총 개수는 842개이며 총 노드 수 909개 이며, 3D Beam 요소를 사

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내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KBC2009를 기준으로 지진구역 및 지반

조건등을 고려하여 Fig.2와 같은 설계 스펙트럼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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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사문진교 유한요소 모델 Fig.2 KBC2009 설계 스펙트럼

3. 수치해석 결과

해석결과 인장응력의 경우 3번째 경간의 가로보에서 134.2MPa, 압축응력의 경우 4번째 경간 거더에서

6.556MPa가 나타났다. 변위의 경우 x축 변위 3.54mm, y축 변위 19.34mm, z축 변위 138.2mm로 나타났다.

(a) 최대 인장응력 (b) 최대 압축응력

(c) x축 최대 변위 (d) y축 최대 변위 (e) z축 최대 변위

4. 결론

사문진교의 설계 스펙트럼 기반 선형 탄성 수치해석 결과를 보면 압축응력에 보다 인장응력에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위의 경우 z축의 변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각과 지반의 접촉

을 고려한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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