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육상, 

항공, 해상과 같은 교통 시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업 지역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밀집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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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for Piloti Structures of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in Response to Earthquakes on the 

Richter Scale 7.0 - Nonlinear Dynamic Analysis

ABSTRACT

Recently, various piloti 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in Korea to secure residential and parking spaces. However, these piloti 

structures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form of protruding columns without walls to secure parking spaces on the first floor. In this form, 

when an earthquake occurs, the column is relatively easily damaged compared to general structures, and such damage can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a study on securing the safety of the piloti structure using the MPS (Multi Performance 

System) seismic isolation device was conducted. Nonlinear dynamic analysi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was performed on the existing piloti structure, and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inally, each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was performed and the superiority of the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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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우리나라는 주거 및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필로티 구조물이 건설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필로티 구조물은 1층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벽체가 없는 돌출된 기둥의 형태로 건설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는 지진 발생 시 일반적인 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둥의 파손

이 쉽게 발생하며, 이러한 파손은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S (Multi Performance System) 면진받침을 활용

한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 MPS 면진받침 설치 유무에 따른 비선

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각각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MPS 면진받침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검색어 : 필로티 구조물, 지진, MPS 면진받침, 비선형 동적해석, 내진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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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및 주차 공간의 확보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1층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2층 이상부터는 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필로티 구조물을 

선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물은 1층에 주차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전체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둥 및 

벽체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가 아닌 구조물의 기둥이 돌출된 형태로 

건설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로티 구조물의 기둥에 지진과 같은 

하중이 작용할 경우 일반적인 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Fig. 1 참고).

지진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지진

의 발생 규모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국외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쓰촨성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관측

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98년까지는 불과 19.2회의 연평균 지진 

발생 빈도를 나타냈지만, 1999년부터 현재까지 70회의 연평균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 2015). 또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포항과 경주의 지진으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지진피해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Hu, 

2016). 대표적인 지진피해 저감 기술에는 내진기술, 제진기술, 

면진기술이 있으며, 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요건에 맞게 

각각의 기술을 적용시킨다. 내진기술은 구조물의 강도를 증가시킴

으로써 외부에서의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저항하는 방식의 기술이

며 제진기술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부 하중에 대하여 에너지 

소산을 시킴으로써 구조물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이다(Biswas 

and Vijayan, 1992; Kim et al., 2013). 마지막으로 면진기술은 

구조물과 지반을 격리함으로써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

키는 기술이다(Fujiwaka, 2004). 이러한 면진기술의 장점은 내진

기술과 같이 추가적인 강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진기술과 같이 

별도의 제진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Kaloop and Hu, 2017; Ogiso 

et al., 2003). 따라서 국내에서는 신규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

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진설계 방식으로 면진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중인 면진받침을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물에 발생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Chopra, 1995). 또한 면진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 중인 면진받침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2. 구조 상세

2.1 Input Data

본 연구의 대상인 MPS 면진받침은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면진기술로 필로티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가속도를 선정하였다. 리히터 규모 7.0의 가속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래의 Eqs. 

(1) and (2)를 통해 규모 환산식을 적용하였다.

진도-규모 환산식: 규모 = 1 + 진도 × 2/3 (1)

지반 가속도 – 진도 환산식: 진도 = 3 × Log(지반 가속도) + 1.5 (2)

지진 규모 환산식을 적용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각각의 지반 

가속도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리히터 

규모 7.0은 약 0.35 g의 지반 가속도를 나타내며, 이를 최대 가속도로 

Fig. 1. Damage to the Piloti Structure Due to the Pohang Earthquake in Korea

Table 1. Richter Scale for Earthquakes by Ground Acceleration

Ground Acceleration 0.2 g 0.3 g 0.4 g

Earthquake Magnitude 8.38 8.91 9.28

Earthquake Scale 6.58 6.94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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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Fig. 2와 같이 El centro 지진파에 대한 치환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후 치환된 입력 지진파를 비선형 동적 해석에 적용하

여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2014).

2.2 필로티 구조물 설계상세

본 연구에서는 MPS 면진받침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 건설되어있는 필로티 구조물을 선정하여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고 면진받침 설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

고자 한다. 먼저 필로티 구조물의 형상은 Fig. 3과 Fig. 4에서 나타내

고 있다. 구조물의 전체 가로, 세로 크기는 8.5 m × 8.4 m이며, 

총 높이는 27.5 m이다. 또한 필로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둥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시설 및 통행이 가능한 1층의 높이는 

3.2 m, 주거시설이 존재하는 2~9층의 층간 높이는 2.7 m이다.

대상 구조물인 필로티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기둥의 짧은쪽 

단면은 500 mm이며, 긴방향 단면 800 mm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벽체의 두께는 200 mm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2.3 수치해석

필로티 구조물의 해석조건을 기반으로 마이다스(MIDAS IT, 

20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ig. 5와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크기 및 제원에 맞게 전반적인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계단

과 같은 부분은 상세 모델링시 생략하였다. 경계조건은 Fix로 하여 

구조물과 지반에 대한 조건을 고정시켰다(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5). 구조물에 활용되는 콘크리트는 KS 기준을 

토대로 C30을 적용하였다. 또한 Fig. 2에서 선정한 입력 지진데이터

를 MIDAS 프로그램에서 Fig. 6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필로티 구조

물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X방향과 Y방향을 각각 검토하였다.

Fig. 2. El Centro Seismic Input Data (0.35 g)

Fig. 3. Pilotti Structure Floor Plan

Fig. 4. Pilotti Structure Side View

Fig. 5. Pilotti Structure Modeling (MIDAS)

Fig. 6. Seismic Input Data (M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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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인 MPS 면진받침은 Fig. 7에서 나타내는바와 

같으며 이를 필로티 구조물에 적용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필로티 구조물의 기둥 상부에 강성값으로 구현하였다. 

MPS 면진받침의 주재료인 폴리우레탄은 지진 발생시 구조물과 

지반을 격리 시켜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도록 유연한 거동

특성을 보인다(Treloar et al., 1975). 이러한 MPS 면진받침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직접적인 거동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폴리우

레탄의 거동특성을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구조물

의 전체 크기를 고려하여 면진받침을 강성값으로 구현하였다. 실제 

적용된 MPS 면진받침의 강성값은 Table 2와 같다.

3. 해석결과 및 평가

대상 필로티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한 결과 변위에 대한 해석결과

는 Figs. 8 and 9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층에서 발생하는 

변위 및 층간변위의 결과값은 Tables 3 and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MPS 면진받침 설치 유무에 따른 각각의 필로티 구조물

의 최대 변위를 살펴보면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에

서 X방향으로 97 mm, Y방향으로 72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진받침이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에서는 

X방향으로 69 mm, Y방향으로 23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하여 지진하중 발생시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a)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Top View (b)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Side View

Fig. 7.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Modeling

Table 2. Design Value of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K1 – Horizontal 

(kN/mm)

K2 – Vertical 

(kN/mm)

Qd – Friction 

(kN)

Keff 

(kN/mm)
K2 / K1

Design Value 176.37 0.79 140 3.59 0.0045

(a) Displacement of Piloti Structure to X-Direction Seismic Input (b) Displacement of Piloti Structure to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8. Displacement of Pilotti Structure with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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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서 X 및 Y방향 모두 면진받침이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에 비해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지진하중이 필로티 구조물에 작용시 상대적인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필로티 구조물 기둥과 2층 사이에 설치된 

MPS 면진받침이 지진하중으로부터 필로티 구조물과 지반을 격리

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MPS 면진받침으로 

인해 필로티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최대 변위보다 각각의 층간변위에 대한 결과값이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층간변위는 각각의 층에서 발생하는 변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비율이 크게 나타날수록 층간의 형태가 

(a) Displacement of Piloti Structure to X-Direction Seismic Input (b) Displacement of Piloti Structure to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9. Displacement of Pilotti Structure without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Table 3. Displacement Result of Piloti Structure with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Floor
Displacement

(mm)
Drift ratio

(%)
Floor

Displacement
(mm)

Drift ratio
(%)

X-dir

10th 97 0.07

Y-dir

10th 72 0.04

9th 95 0.11 9th 71 0.04

8th 92 0.15 8th 70 0.04

7th 88 0.19 7th 69 0.04

6th 83 0.26 6th 68 0.04

5th 76 0.22 5th 67 0.04

4th 70 0.30 4th 66 0.04

3rd 62 0.22 3rd 65 0.04

2nd 56 - 2nd 64 -

1st - - 1st - -

Table 4. Displacement Result of Piloti Structure without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Floor
Displacement

(mm)
Drift ratio

(%)
Floor

Displacement
(mm)

Drift ratio
(%)

X-dir

10th 69 0.11

Y-dir

10th 23 0.11

9th 66 0.19 9th 20 0.11

8th 61 0.30 8th 17 0.11

7th 53 0.33 7th 14 0.11

6th 44 0.37 6th 11 0.11

5th 34 0.41 5th 8 0.07

4th 23 0.41 4th 6 0.07

3rd 12 0.33 3rd 4 0.07

2nd 3 - 2nd 2 -

1st - - 1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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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s 3 and 4를 확인해보면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의 층간변위는 X방향에서 최대 0.3 %를 나타내며 Y방향에

서 최대 0.04 %를 나타낸다. 또한 면진받침이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의 층간변위는 X방향에서 최대 0.41 %를 나타내며 Y방향에

서 0.11 %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두 가지 해석결과를 비교 및 

분석해보면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에서 X 및 

Y방향 모두 보다 작은 층간변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면진받

침이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보다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에서 보다 안전한 거동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지진 발생 시 필로티 구조물 기둥에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 전단력

이 크게 발생하면 기둥의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모멘트 역시 

기둥을 휘어지게 하는 힘이 발생하여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단력 및 모멘트는 정밀 설계 단계에서 P-M 상관도를 

검토하여 안전측으로 설계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필로티 

구조물 기둥의 정확한 철근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전단력 및 모멘트의 

값을 직접 비교하였다. 지진하중으로 인한 필로티 구조물 기둥의 

전단력 및 모멘트 해석결과는 Figs. 1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전단력 및 모멘트의 최대값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단력 및 모멘트의 결과값

은 지진하중이 X방향으로 작용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구조물의 비대칭성 및 기둥의 배치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면진받침 설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MPS 

면진받침을 설치한 필로티 구조물이 면진받침을 설치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 보다 작은 전단력 및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값의 비율을 살펴보면 면진받침을 설치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에서 X방향으로 지진하중 작용시 약 1.5배의 전단력

과 1.2배의 모멘트가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Y방향으로 지진하중 

작용시 약 2.0배의 전단력과 1.9배의 모멘트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PS 면진받침이 적용된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하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거동특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a) Shear Force of Piloti Structure to X-Direction Seismic Input (b) Shear Force of Piloti Structure to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10. Shear Force of Pilotti Structure with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a) Shear Force of Piloti Structure for X-Direction Seismic Input (b) Shear Force of Piloti Structure for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11. Shear Force of Pilotti Structure without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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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물

에 대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MPS 면진받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건설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MPS 면진받침의 설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하나의 필로티 

구조물을 대상으로 MPS 면진받침 유무에 따른 비선형 동적 해석 

수행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만약 필로티 

구조물의 층수가 낮아진다면 지진하중으로 인한 진동의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보다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MPS 면진받침의 설치 유무에 따른 층가변

위를 살펴보면 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에서 보다 

작은 층간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진

하중으로 인해 필로티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을 MPS 면진받침이 

대응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거동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물 기둥에서 발생하는 전단력 및 모멘트의 값을 비교해보면 

(a) Moment of Piloti Structure to X-Direction Seismic Input (b) Moment of Piloti Structure to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12. Moment of Pilotti Structure with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a) Moment of Piloti Structure to X-Direction Seismic Input (b) Moment of Piloti Structure to Y-Direction Seismic Input

Fig. 13. Moment of Pilotti Structure without MPS Seismic Isolation Device

Table 5. Shear Force and Moment Result of Piloti Structure

Shear

(kN)

Moment

(kN·m)

Shear

(kN)

Moment

(kN·m)

MPS Applied
X-dir 187.2 357.8

MPS Unapplied
X-dir 278.6 457.9

Y-dir 49.6 94.2 Y-dir 97.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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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 면진받침이 설치된 필로티 구조물에서 X 및 Y방향 모두 

작은 전단력 및 모멘트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약 1.2~2.0배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면진받침이 

설치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물에 비해 MPS 면진받침을 적용한 

필로티 구조물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MPS 면진받침은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건설되고 있는 필로

티 구조물에 대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다양한 형태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 MPS 

면진받침의 영향을 분석한다면 최적의 설계 파라미터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PS 면진받침에 대한 최적의 설계 

파라미터 도출 후 상용화를 수행한다면 지진발생 후에도 지속적으

로 활용 가능한 MPS 면진받침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 지

원(20CTAP-C152266-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 지원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05). Seismic design Criteria 

for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n nuclear facilities, 

ASCE/SEI, Virginia, USA.

Biswas, S. K. and Vijayan, K. (1992). “Friction and wear of PTFE - 

a review.” An International Journal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Friction, Lubrication and Wear, Vol. 158, No. 1, pp. 193-211.

Chopra, A. K. (1995). Dynamics of structures: Theory and applications 

to earthquake engineering, Prentice Hall, New Jersey, USA.

Fujiwaka, T. (2004). “study on three-dimensional seismic isolation 

system for next-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Hydraulic Three- 

Dimensional Base Isolation System. 13th World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 paper No.788,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Hu, J. W. (2015). “Seismic behavior and estimation for base isolator 

bearings with self-centering and reinforcing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 35, No. 5, pp. 

1025-1037 (in Korean).

Hu, J. W. (2016). “Seismic analysis and parametric study of SDOF 

lead-rubber bearing (LRB) isolation systems with recentering 

shape memory alloy (SMA) bending bar.”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KSME, Vol. 30, No. 7, pp. 2987-2999.

Kaloop, M. R. and Hu, J. W. (2017). “Seismic response prediction 

of buildings with base isolation using advanced soft computing 

approaches.”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017, pp. 1-12.

Kim, D. K., Dargush, G. F. and Hu, J. W. (2013). “Cyclic damage 

model for E-shaped dampers in the seismic isolation system.”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ogy, KSME, Vol. 

27, pp. 2275-2281.

MIDAS IT (2020). Analysis reference, Civil 2020 design of civil 

structure (in Korean).

Ogiso, S., Nakamura, K. and Moro S. (2003). “Development of 3D 

seismic isolator using metallic bellows.” Tramsactions of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SMiRT 17), paper #K09-3, Prague, Czech Republic.

Treloar, L. R., Hopkins, H. G., Rivlin, R. S. and Ball, J. M. (1975). 

“The mechanics of rubber elasticity [and discussions]”, Proceeding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Vol. 351, No. 1666, pp. 301-330.

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2014). U.S. NRC Regulatory 

guide 1.60, Design response spectrum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Washington, D.C.,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