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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프론형 기초지진격리장치의 성능평가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the Teflon-Type Seismic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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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Various seismic isolation methods are being applied to bridges and buildings to improve their seismic performance. Most seismic isolation 

systems are the structural seismic isolation systems. In this study, the seismic performance of geotechnical seismic isolation system 

capable of isolating the lower foundation of the bridge structure from ground was evaluated. The geotechnical seismic isolation system was 

built with teflon, and the model structure was made by adopting the similitude law. The response acceleration for sinusoidal waves of 

various amplitudes and frequencies and seismic waves were analyzed by performing 1-G shaking table experiments. Fixed foundation, 

Sliding foundation, and Rocking foundation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Teflon-type seismic foundation 

isolation system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acceleration transmitted to the superstructure subject to large input ground motion. Response 

spectrum of the Rocking and Sliding foundation structures moves to the long period, while that of Fixed foundation moves to shor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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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 필리핀 인근에 위치한 한국은 과거에 비해 

점점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경주, 울산 등 내륙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물질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인명피해

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면 교량 구조물은 Fig. 1과 같이 교각

의 전단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교량 구조물과 건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내진성능향상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진격리장치가 대표

적이다. 다양한 구조형 지진격리장치 중에서 Laminated Rubber Bearing 

(LRB)와 Friction Pendulum System(FPS) 타입의 구조형 지진격리장치

는 교량받침에 주로 적용된다. LRB 타입은 고무의 유연성으로 지진에너지

를 흡수하는 반면에, FPS 타입은 베어링에서 미끄러짐을 발생시켜 상부로 

전달되는 지진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일반적인 교량의 교각 단면으로는 교

량의 고유주기를 단주기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량의 

고유주기를 인위적으로 길게 하기 위해 수직하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견

디고 수평하중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무와 보강용 강판 등으로 이

루어진 교량받침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2004년 Kim[13]은 Laminated 

Rubber Bearing(LRB)의 탄성받침은 상부중량이 매우 큰 교량에 적용할 

경우 전단변형에 따른 수평강성이 상부중량에 비해 작아 지진시 전단 변형

량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탄성받침의 파괴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한 것이 Lead Rubber Bearing이다. 기존의 탄성받침에 Core 형

태의 납을 접목시켜 강성을 높여 지진에 따른 변위를 줄이면서 구조적인 안

전성을 높인 것이다(Jung[8]). 최근에는 지진파가 지반을 지나 교량의 상부

구조물에 도달하기 전에 교량구조물 하부기초에 위치한 지반에서 1차적인 

면진작용으로 상부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예 : 기

초형 지진격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량에 적용되는 지진격리장치의 경우, 교량의 상부와 교각 사이에 지진

격리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교량의 하부구조 기초지반사이에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하여 지진동을 저감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An[1]은 Fig. 2와 같이 모래와 테프론 재료를 교량 교각기초의 

지진격리재료로 적용하여 이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Yegian 

and Catan[19]은 재료의 마찰특성 실험과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여 Geo-

textile/UHMWPE liner를 사용한 지진격리장치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

다(Fig. 3). Gu et al.[4]는 6층 구조물과 기초격리장치를 다자유도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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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ma Prieta, USA (1989) (b) Kobe, Japan (1995)

(c) Chichi, Taiwan (1999)

Fig. 1. The famous bridge piers damage cases after earthquake

(a) PTFE (Teflon sheet) (b) Sand layer

Fig. 2. Isolation system using PTFE and sand (An[1])

Fig. 3. Ratio of peak transmitted acceleration to peak table acceleration

as a function of peak table acceleration (Yegian과 Catan, 2004)

Fig. 4. The shaking table and test setup

화하여 지진파에 대한 층별 응답가속도, 응답 변위, 그리고 전단력을 분석

하여 기초격리장치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건물 기초에 rubber-soil mixtures(RSM)를 설치하면 지진에너지가 흡

수된다는 것이 연구되었고(Tsang[17]; Tsang et al.[18]), 고무를 재료로 하

는 조각난 타이어를 혼합한 지반은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증명되었

다(Edil and Bosscher[3]). Kim[11, 12]은 Fig. 4와 같이 진동대를 이용하

여 다양한 토목섬유간의 동적 마찰특성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테프론은 투과성 능력이 좋아 주로 건물의 외벽 또는 마감재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작은 마찰계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베어링으로서 건물이

나 교량에도 설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프론을 교량 구조물 하부에 설

치하고, 테프론과 구조물 사이에서 변위를 발생시켜 면진성능을 낼 수 있도

록 하였으며,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의 내진성능효과를 분석하였다. 테프

론형 지진격리장치는 지반과 교량 구조물 사이에 위치한다. 기존의 구조형 

격리장치와 비교할 때 경제성이 높으며 큰 변위를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축소모형

을 조성하였으며, 고정 기초(Fixed foundation), 활동 기초(Sliding foun-

dation), 그리고 전도 기초(Rocking foundation) 등의 기초조건을 가진 다

양한 형태의 구조물로 1-G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지반형 

지진격리장치의 내진성능과 지반-지진격리장치-구조물의 상호작용 효과

를 평가하였다.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는 기본적으로 전도가 아닌 활동면

진장치이다. 주로 활동거동을 유발하고 전도 기초의 경우 전도와 활동이 혼

합된 일부 전도 거동을 보였다. 

2. 상사법칙

상사법칙(Similitude law)은 원형구조물(prototype)과 축소모형(scaled 

model)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의 

이론적인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수학적 기법인 차원분석에 기초한다. 일반

적인 상사법칙은 질량(mass), 길이(length), 그리고 시간(time)을 기본차

원으로 선택하여 다른 상사비(scale factor)를 차원분석의 원리로 유도한

다. 축소모형과 원형구조물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응력에 대한 상사

율이 같아지고 선택한 차원에 따라 다른 유도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길이

에 대한 상사비를 기본 차원으로 할 경우(조건 : 원형구조물과 축소모형의 

상사비 = S, 사용된 재료의 변형률의 비 εr = 1), 질량, 시간, 그리고 가속도

에 대한 법칙이 유도된다. Kim et al.[10]과 Kwak[15]은 철골 축소모형의 

유사동적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상사법칙에 대해 연구하였고, 실험적 오차

가 강성의 변화에 반영된다고 판단하여 강성비의 변화를 고려한 수정된 상

사법칙을 제안하였다.

Kagawa[9]는 힘의 비를 이용하여 동적하중을 받는 지반구조물의 상사

법칙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okusho and Iwatate[14]는 Buckingham’s π 

이론을 이용하여 지반의 비선형 동적응답의 상사법칙을 연구하였다. Iai[6]

는 위 두가지 연구에 대해 오직 지반구조물의 전단변형에 대해서만 적용하

였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상사법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으며, Rocha[16]의 가정과 포화지반-구조물-유체 시스템의 응력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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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totype structure

Table 1. Similitude for 1-G shaking table experiment

Division Scale Model

Geometry  60

Acceleration 1 1

Strain 
 1

Time 

 7.74

Displacement 
 60

(a) Fixed and Rocking foundation (b) Sliding foundation

Fig. 6. Model structure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model ground

Parameter Rigid ground Structure Teflon

Compression strength (kPa) 30,000 50,000 -

Unit weight (kN/m3) 15 23 9.3

(a) Fixed foundation

(b) Sliding foundation

(c) Rocking foundation

Fig. 7. Test setup

하는 기본방정식을 이용하여 1-G 진동대 모형실험을 위한 상사법칙을 유

도하였다. Iai and Sugano[7]는 Iai[6]가 유도한 상사법칙을 cyclic mobility

와 strain softening 개념을 이용하여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고, 안벽구

조물에 대해 Iai가 제안한 상사법칙을 적용한 1-G 진동대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Hwang et al.[5]도 기존에 수행된 안벽구조물 실험을 참고하

여 좀 더 축소된 1-G 진동대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형구조물의 크기는 Fig. 5와 같으며, 축소모형 제

작에는 Iai[6]가 제안한 상사법칙을 적용하였다(Table 1). Fig. 5의 상부 

Mass를 슬래브 형식 그대로 만들어 실험하게 되면 파괴의 위험이 있어 집

중질량으로 바꾸기 위해 폭이 좁고 높이가 긴 형태로 설정하였다. 고정 기

초, 전도 기초, 그리고 활동 기초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였다(Fig. 6). 모형의 

지진격리재료는 테프론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강성지반, 지진격리

장치, 그리고 구조물의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지반과 구조물은 각각 시

멘트 몰탈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제작하였으며, 실험 전 슈밀트해머시험

을 통해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테프론의 단위중량은 테프론 제조사가 제

공한 특성값을 사용하였다.

3. 1-G 진동대 모형실험 준비 및 동적해석 모델링

3.1 1-G 진동대 모형실험 준비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진동대를 사용하여 1-G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

였다. 암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지진격리층이 설치되고 그 위에 얕은기초

가 있는 형태이다. 본 실험의 목적은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된 활동과 전도 

기초의 진동저감과 주기변화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구조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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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ing foundation (b) Sliding foundation

Fig. 8. Numerical model about experiment structure

Table 3. Calculated natural period

Location
Natural frequency

Rocking Sliding

Ground 18.0 18.0

Bottom (Teflon) 25.5 25.5

Structure Foundation 7.96 11.3

Structure Pier 3.25 0.13

Superstructure Mass 6.5 6.5

Table 4. Eigenvalue analysis of experimental model

Foundation Type Fixed Rocking Sliding

Natural frequency (Hz) 53.9 33.8 21.2

을 전도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모형지반은 시멘트 모르타르

를 사용하여 강성지반을 조성하였다. 사용된 진동대는 폭과 너비가 각각 5 m

이며, 토조는 폭이 1.2 m, 너비가 2 m이다. 상부구조물 기초, 기둥, 그리고 

상부 Mass에 x축(좌우), z축(상하) 방향으로 가속도계를 설치하였으며, 상

부구조물 기초와 상부 Mass에 변위계를 설치하고, 기둥에는 스트레인 게

이지를 설치하였다(Fig. 7). 입력파는 정현파(sinusoidal wave)와 실지진

파(Chichi, Hachinohe, Northridge)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Chichi 지진파는 대만 Chichi에서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

진파이며, Hachinohe 지진파는 일본 Tokachi-oki에서 1968년 5월 16일

에 발생한 규모 6.7의 지진을 Hachinohe항에서 관측한 지진파이다. 

Northridge 지진파는 미국 Northridge에서 1994년 1월 17일에 발생한 규

모 6.7의 지진파이다. 각 입력파에 대한 실험 종료 후 스트레인게이지로 변

형률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상부 Mass가 Mass 하부 부분과 상대변위가 

발생했는지를 통해 구조물 손상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구조물은 손상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험종료 후 발생한 변위만 다시 원점으로 조정하여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3.2 동적 해석

실험 모형을 수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도식화해보았다. 

계산의 간편화를 위해 감쇠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강성만을 고려하였다.

3.2.1 지배방정식

본 논문에서 도식화한 수치모델은 실제실험에 적용된 모형을 간단히 나

타낸 것이다. 모형실험과의 비교를 위해 가속도 센서를 설치한 곳을 모두 고

려하여 5자유도(five-degree of freedom) 시스템으로 표현하였다. m1, m2, 

m3, m4, m5는 각각 하부지반, 지진격리층, 구조물하부기초, 기둥, 그리고 

상부 Mass이다. 시스템 하부에 지진하중이 전달될 때, 이 시스템의 지배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 는 구조물에 전달되는 수평 방향 가속도와 변위이다.  ,

  ,  는 질량, 강성 그리고 하중의 매트릭스를 표현한 것이다. 미분방정

식으로 구한 는 Eq. (2)와 같다. 

  
 




det 


   
(2)

3.2.2 수치해석 모델링

지반, 격리층, 구조물 하부기초, 구조물 기둥, 상부 Mass 등 다섯가지 구

조물 위치에서의 구조물의 크기, 탄성계수, 단면 2차모멘트, 그리고 각 재료

의 단위중량을 이용하여 무게와 강성을 구하였다. 구조물이 강체(rigid)인 

경우로 고려하여 휨강성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각 위치 사이의 횡강성은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Chopra[2]). 계산결과, 각 위치에서

의 무게와 강성을 이용하여 구한 고유주파수는 Table 3과 같다. 그리고 구

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를 이용하여 실험모형 구조물을 모델링하여 전

체시스템에 대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고정 기초는 경계를 고정하였

으며, 전도 기초와 활동 기초는 경계를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여 Table 3에

서 구한 강성값을 적용하였다. Table 4는 고유치해석 후 1 · 2차모드 중 주

가 되는 모드에서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낸 값이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다양한 주파수(1.2 Hz~35.25 Hz)와 수준(0.03 g~1.0 g)의 정현파와 다

양한 수준(0.03 g~1.0 g)의 지진파에 대해 실험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

조물 각 위치에서의 응답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4.1 정현파

0.03 g, 0.1 g, 0.5 g, 1.0 g의 응답가속도 크기에 따라 각 주파수별로 어

떤 응답가속도값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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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25Hz (b) 25Hz (c) 14.14Hz (d) 10Hz

(e) 7.07Hz (f) 5Hz (g) 1.7Hz

Fig. 9. Peak response acceler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0.03g sine wave

(a) 35.25Hz (b) 25Hz (c) 14.14Hz

(d) 10Hz (e) 7.07Hz (f) 5Hz

Fig. 10. Peak response acceler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0.1g sin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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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25Hz (b) 25Hz (c) 14.14Hz

(d) 10Hz (e) 7.07Hz (f) 5Hz

Fig. 11. Peak response acceler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0.5g sine wave

(a) 35.25Hz (b) 25Hz (c) 14.14Hz (d) 10Hz

Fig. 12. 1.0g Peak response acceler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1.0g sine wave

4.1.1 주파수 및 입력가속도별 응답가속도 변화

Fig. 9는 0.03 g 입력파에 대하여 각 주파수에 따른 위치별 최대응답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파가 격리장치를 지나 상부 Mass로 도달할 때

의 응답가속도 값을 비교한 결과, 활동과 전도 기초는 고정 기초에 비해 테

프론형 지진격리장치에 의한 큰 저감효과는 없었으며, 반면에 Fig. 9 

(b)~(g)와 같이 전도 기초는 고정 기초보다 가속도가 증폭하였다. 활동 기

초는 14 Hz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서 가속도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0.03 g 정현파에서는 활동 기초에서의 가속도가 감소하나 전도 기초에서 

가속도가 증폭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10은 0.1 g 입력파에 대하여 각 주파수에 따른 위치별 최대응답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0.1 g 입력파에 대한 주파수별 응답가속도 분석 결

과,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활동 기초에서의 가속도가 크게 감소하나 전도 기

초에서는 가속도가 증폭하는 양상을 보였다. 0.1 g 정현파에서는 활동 기초

는 Fig. 10 (c)와 같이 14.14 Hz에서만 가속도가 증폭하고 전도 기초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속도가 증폭하였다. 이는 0.1 g 입력파에서는 같은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지만 전도 기초에서는 가속도 저감효과가 보이지 않고 활동 

기초에서는 가속도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지진격리장치

라도 구조물 기초 형식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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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chi (b) Hachinohe (c) Northridge

Fig. 13. Peak response acceleration of 0.03g seismic wave

(a) Chichi (b) Hachinohe (c) Northridge

Fig. 14. Peak response acceleration of 0.1g seismic wave

Fig. 11은 0.5 g 입력파에 대하여 각 주파수에 따른 위치별 최대응답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0.5 g 정현파에서는 고정 기초가 가장 많이 증폭되

었다. 그리고 세가지 형식 구조물 중에서 활동 기초와 전도 기초는 가속도 

저감효과가 비슷하였으며, 입력파의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활동 기초의 가

속도 저감효과가 전도 기초의 가속도 저감효과보다 더 컸다.

Fig. 12는 1.0 g 입력파에 대하여 각 주파수에 따른 위치별 최대응답가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1.0 g 입력파에서는 고정 기초가 가장 많이 증폭되

었다. 0.5 g 입력파의 응답가속도 형태와 유사하게 활동 기초와 전도 기초

는 가속도 저감효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활동 기

초의 가속도 저감효과가 전도 기초의 가속도 저감효과보다 더 컸다.

4.2 지진파

0.03 g, 0.1 g, 0.5 g, 1.0 g의 입력가속도 크기에 따라 각 지진파별로 어

떤 응답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4.2.1 입력가속도별 응답가속도 변화

Fig. 13은 0.03 g 입력 지진파에 대하여 위치별 최대응답가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입력파가 격리장치를 지나 상부 Mass로 도달할 때의 응답가속

도 값을 비교한 결과, Fig. 13 (a)의 Chichi 지진파에서는 활동 기초가 고정 

기초와 전도 기초보다 증폭이 적었으며, Fig. 13 (b)의 Hachinohe 지진파

에서는 전도 기초가 가장 큰 증폭이 발생했고, Fig. 13 (c)의 Northridge 지

진파에서는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 형식이 고정 기초에 

비해 가속도증폭이 더 컸다. 0.03 g의 지진파에 대해서는 테프론형 지진격

리장치가 있는 구조물이 고정 기초와 비교할 때 가속도 저감효과가 있지 않

았으며, 오히려 지진파 종류에 따라 증폭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14은 0.1 g 입력 지진파에 대하여 위치별 최대응답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파가 격리장치를 지나 상부 Mass로 도달할 때의 응답가속도 

값을 비교한 결과, Fig. 14 (a)의 Chichi 지진파에서는 세 구조물 형식 모두 

증폭하였으나 서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Fig. 14 (b)와 (c)의 Hachinohe와 

Northridge 지진파에서는 고정 기초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은 가속도가 증폭했다. 0.1 g의 지진파에 대

해서도  Fig. 13의 0.03 g 지진파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테프론형 지진격

리장치가 있는 구조물이 고정 기초와 비교할 때 가속도 저감효과가 있지 않

았으며, 오히려 지진파 종류에 따라 증폭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15는 0.5 g이상의 입력 지진파에 대하여 위치별 최대응답가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파가 격리장치를 지나 상부 Mass로 도달할 때의 응답

가속도 값을 비교한 결과, Fig. 15와 같이 0.5 g이상의 Chichi 지진파에서 

고정 기초에서 가속도가 크게 증폭하였고,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은 가속도가 증폭되지 않고 감소하였다. 이는 0.5 g 이상의 강진

에서는,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증폭을 방지하고 가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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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chi  0.5 g (b) Chichi  1.0 g 

Fig. 15. Peak response acceleration of 0.5~1.0 g seismic wave

(a) Fixed foundation

(b) Rocking foundation

(c) Sliding foundation

Fig. 16. Response spectrum from each location of structure for 0.03 g

chichi seismic wave

(a) Fixed foundation

(b) Rocking foundation

(c) Sliding foundation

Fig. 17. Response spectrum from each location of structure for 0.1 g

chichi seismic wave

4.2.2 입력가속도별 응답스펙트럼 분석

Fig. 16 ~ Fig. 19는 0.03 g ~ 1.0 g chichi 입력지진파에 대한 응답스펙

트럼 결과이다. 모든 모형실험 결과는 상사비를 적용하여 prototype에 상

응하는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Fig. 16은 0.03 g chichi 입력지진파

에 대한 각 위치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이다. Fig. 16 (a)를 보면, 

고정 기초에서는 입력파가 구조물을 고정시킨 지반이 있는 저면을 지나 구

조물 상부 Mass로 전달해 가면서 고정 기초의 경우 응답스펙트럼이 단주기

쪽으로 이동했지만, Fig. 16 (b), (c)의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한 경

우에는 Table에서 상부 Mass 부분으로 전달해가면서 응답스펙트럼이 장

주기 쪽으로 이동하였다.

Fig. 17은 0.1 g chichi 입력지진파에 대한 각 위치에서의 응답스펙트럼

을 분석한 것이다. Fig. 17 (a)를 보면, 고정 기초에서는 Table에서 저면을 

지나 상부 Mass 부분으로 가면서 고정 기초의 경우 응답스펙트럼이 단주기 

쪽으로 이동했지만, Fig. 17 (b), (c)의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한 경

우에는 Table에서 상부 Mass 부분으로 전달해가면서 응답스펙트럼이 장

주기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테프론 위치에서는 응답스펙트럼 크기가 

큰 변화가 없다가 테프론을 지나 구조물 기둥에서부터 장주기의 응답스펙

트럼 크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의 장주기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Fig. 18과 Fig. 19는 각각 0.5 g chichi 와 1.0 g chichi 입력지진파에 대

한 각 위치에서의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한 것이다. 세가지 기초형식의 구조

물 모두 0.03 g와 0.1 g의 응답스펙트럼 주기 변화와 같이 고정 기초는 응답

스펙트럼이 단주기 쪽으로 이동하고,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한 경

우에는 응답스펙트럼이 장주기 쪽으로 이동하였다. 0.5 g 이상에서는 고정 

기초는 응답스펙트럼이 대체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증폭하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지만,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은 테프론을 지나면

서 응답스펙트럼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다가 장주기측의 응답스펙트럼 크기

만 증가하는 형상을 보인다. Fig. 16~19에 따르면, 전도 기초가 활동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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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xed foundation

(b) Rocking foundation

(c) Sliding foundation

Fig. 18. Response spectrum from each location of structure for 0.5 

g chichi seismic wave

(a) Fixed foundation

(b) Rocking foundation

(c) Sliding foundation

Fig. 19. Response spectrum from each location of structure for 1.0 

g chichi seismic wave

(a) Experiment (b) Numerical model (c) Comparison

Fig. 20. Experiment and numerical model results on 1g 10Hz sine wave

에 비해 대체적으로 주기의 변화가 크고 입력파 가속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의 주기변화폭도 커졌다. 이러한 

장주기로의 주기변화와 변화폭이 가속도 저감효과를 낸 것이라고 판단된

다. prototype으로 변환한 Table 4의 활동 기초와 전도 기초의 고유주기는 

각각 0.35 sec, 0.22 sec이다. 0.5 g 이상의 지진파에서 활동 기초의 응답스

펙트럼은 장주기측으로 약 0.3~0.5 sec 이동하였으며, 전도 기초의 응답스

펙트럼은 장주기측으로 약 1.5~3.0 sec 이동하였다. 활동 기초의 고유주기

가 전도 기초의 고유주기보다 1.6배 크지만 응답스펙트럼 변화폭은 이와 반

대로 고유주기 차이의 3배인 약 5배정도 전도 기초가 활동 기초보다 더 컸

다. 이는 활동 기초와 전도 기초의 고유주기가 응답스펙트럼 변화폭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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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eriment (b) Numerical model (c) Comparison

Fig. 21. Experiment and numerical model results on 1g 10Hz sine wave

4.3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 비교

각 가속도 및 주파수별 하중을 적용하고, 3.2절에서 제시한 수치모델 해

석결과를 1-G 진동대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모델에 사용한 입력값

은 실험수행에 사용된 구조물과 동일한 물성치를 입력하였다.

Fig. 20는 1 g 10 Hz의 정현파에 대해 전도 기초에 대한 실제 실험결과

와 수치모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21은 활동 기초에 대한 실제 실험

결과와 수치모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20와 같이 전도 기초의 수치

모델 결과가 실험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점차 증폭하면서 다른 양

상을 보였다. Fig. 21에서는 활동 기초의 수치모델결과가 실험결과와 전체

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제안한 수치모델이 모형실험의 응답

과 유사하지만 절대값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수치모델이 활동 

거동과 전도 거동의 분리현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힘든 스프링으로 표

현한 것과 감쇠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 요약 및 결론

1-G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여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의 내진성능을 분

석하였고,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0.03 g와 0.1 g의 중약진 지진에서, 정현파에서는 전도 기초에서는 

가속도가 증폭하고 저감효과가 보이지 않지만 활동 기초에서는 가

속도 저감효과가 있었다. 지진파에서는 전도 기초와 활동 기초의 가

속도 변화가 지진파 종류에 따라 다른 가속도 증폭양상을 보였다.

(2) 0.5 g이상의 강진에서는, 활동 기초와 전도 기초는 가속도 저감효과

가 비슷하였으며, 입력파의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활동 기초의 가속

도 저감효과가 전도 기초의 가속도 저감효과보다 더 컸다. 0.5 g 이

상의 강진에서는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증폭을 방지하고 가속

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3) 응답스펙트럼 분석결과, 고정 기초는 응답스펙트럼이 단주기 쪽으

로 이동하고, 테프론형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응답스펙

트럼이 장주기 쪽으로 이동하였다. 전도 기초가 활동 기초에 비해 

대체적으로 주기의 변화가 크고 입력파 가속도 수준이 커질수록 테

프론형 지진격리장치가 있는 두 구조물의 주기변화폭도 커졌다. 이

러한 장주기로의 주기변화와 변화폭이 가속도 저감효과를 낸 것이

라고 판단된다.

(4) 제안된 수치모델을 진동대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제안한 수치모

델이 모형실험의 응답과 유사하지만 절대값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현재의 수치모델이 활동 거동과 전도 거동의 분리현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힘든 스프링으로 표현한 것과 감쇠비를 고려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고유주기 차이가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

을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했으나, 향후 구조물의 고유주기 차이로 인

한 지진응답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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