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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eismic analysis of Road-Bridge Design Standard is on a basis of load-vased 

analysis which lets structures have the strength over load. In this study, the capacity 

spectrum method, a kind of displacement based method, which is evaluated by displacement of 

structur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analysis method based on load. Seismic capacity 

is performed about the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pier which has already secured seismic 

design by capacity spectrum method. As a result, capacity spectrum method could realistically 

evaluate the non-elastic behavior of structures easilly and quickly and the displacement of 

structures for variable ground motion level. And it could efficiently apply to an evaluation of 

seismic capacity about the existing structures and a verification of design for capacity target 

of the structure. We propose the seisemic performance method by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1. 서    론 

1.1. 연구배경  방법

국내 건축물에 내진(耐震) 설계 기 이 용된 것은 1988년이었다. 6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  1만㎡ 

이상의 규모 건축물에 해서만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 한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교량에 한 내진설계 

기 이 도입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92년. 결론 으로 1988년 이 에 세워진 건축물과 1992년 이

에 놓여진 교량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내진 설계가 완료된 교량의 교각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역량스펙트럼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교각을 목표성능에 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구조물의 물성치를 변화시켜가며 내진성능의 변화를 찰하

다. 내진성능평가시 설계응답스펙트럼 작성은 UBC기 을 용하 다. 역량스펙트럼법에 의한 내진성능 평

가방법은 역량스펙트럼과 구조물의 감쇠비에 따른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서 상 교각의 기능수행 

수   붕괴방지수 에 해 검토할 수 있다. 먼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식화하기 해서는 첫째, 연구 

상 교량이 건설된 지역의 내진등 , 지진구역, 지반계수, 목표성능을 결정하고 각각의 지진계수를 산정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할수 있다. 그리고 역량곡선의 작성은 유한요소해석 로그램(MIDAS)로 모델링 

하여 산정하 다. 고유치 해석  Push-Over 해석을 통해 역량곡선(Capacity Curve)을 작성하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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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역량스펙트럼(Capacity Spectrum)으로 변환하 다. 내진성능평가는 역량스펙트럼의 극한 이 

붕괴방지수 을 상회하면 이 교각은 충분은 내진성능이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2. 역량스펙트럼 작성

2.1. 고유치 해석

정  비선형 해석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상 교각의 역량곡선을 구하기 한 사  해석으로써 구조물의 

주요한 동 특성, 즉 고유모드 ( 는 모드형상),고유주기 ( 는 고유진동수),그리고 모드기여계수 등을 구하기 

한 고유치해석을 해야한다. 고유모드는 구조물이 자유진동 는 변형 할 수 있는 일종의 고유형상이며, 주

어진 모양으로 변형시키기 해 소요되는 에 지가 제일 은 것부터 순차 으로 1차 모드형상( 는 기본진

동형상), 2차 모드형상,…, n차 모드형상이라고 한다. 고유주기는 고유모드와 일 일 응되는 고유한 값으로 

구조물이 자유진동상태에서 해당모드형상으로 1회 진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드기여계

수는 해당 모드의 향을 총 모드에 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내진설계규 에서는 해석에 포함되는 모

드별 유효질량의 합이 체 질량의 90%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2. Push-Over 해석

이 방법은 재료의 인성과 구조물의 부정정성을 해석에 반 하여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이다.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부재의 어느 한 부분의 응력이 항복 에 도달하면, 그 은 항복

함으로써 하 을 더 증가시켜도 항복  응력이 거의 일정한 응력상태에 있으나 항복 에 도달하지 않은 다른 

은 탄성범 내에 존재한다. Push-Over 해석의 목 은 특정 지진하에서 구조물이 갖는 단력과 변 요

구를 계산함으로서 구조시스템의 상 가능한 성능을 평가 하는데 있다.

2.3. 역량스펙트럼변환

반면에 교각과 같은 단자유도계를 역량스펙트럼으로 변환하기 해 요구되는 동  특성 계식은 다음과 

같다.

     S  = V/W                                                                               (1)

     S   =                                                                                   (2)

여기서, V : 면 단력

       W : 자

         : 성력이 작용하는 치에서 상 변

그림1은 면 단력-변  그래 를 스펙트럴 가속도-스펙트럴 변  그래 로 변환시킨 그림이다. 면 

단력을 스펙트럴 가속도로 변환시키기 해서는 식(1)을 사용하고 변 를 스펙트럴 변 로 변환시키기 해

서는 식(2)를 사용하면 된다.

그림 1 역량스펙트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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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작성

지역 인 특성과 지반성질을 고려한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기본 으로 응답스펙트럼으로 표 한다. 그림 

2는 5% 감쇠비에 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이 나타나 있다.  UBC-97에서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

지는 지진계수 Ca 와 Cv의 값에 따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직  설계용 스펙트럼을 작성하

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설계응답스펙트럼

4. R.C교각의 내진성능평가

4.1. 상교각 일반사항

하 기반설계법에 의해 내진설계가 수행된 R.C 교각의 내진성능을 CSM에 의해 평가하여 실제로 내진성능

의 확보 여부를 검토 하 다. 

      

                  그림 3 상교각 정면도                              그림 4 상교각 단면도

   표 1 상교각 특성 

형식 높이 지름 단면
철근항복

응력
콘크리트강도 주철근 횡철근 피복두께

π형 교각 3.518 m 2.2 m 3.8 m 400 Mpa 27 Mpa
지름 철근비 지름 철근비

100 mm
D29 0.01014 D13 0.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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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한요소모델링

교각구조물의 비선형거동을 악하기 해 범용유한요소 로그램(Midas)을 사용하 다. 교각의 모델링은 

그림 5와 같이 기둥과 코핑부를 Frame으로 모델링하 다. 기 면을 설계지반면으로 고려하여 직 기 가 

가능한 지반계수 1.0인 지반으로 변   회 에 해 고정으로 모델링 하 다. 기둥상부와 Coping 앙부는 

일체거동 하게끔 강성연결 하 다.    

그림 5 유한요소 모델링

4..3 역량곡선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상 구조물의 역량곡선, 즉 P-  곡선을 구하기 해 정 비선형 해석인 

Push-Over 해석에서 하 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자 과 구조물 체 높이에 작용하는 횡하 으로 구성된다. 

고유모드의 형상에 비례하는 횡하 을 용시킬 때는 교축방향에 하여는 1차모드, 교축직각방향에 하여

는 3차모드에 비례하는 횡하 을 용한다. 그리고 소성힌지의 특성은 FEMA Type의 축력과 2방향 휨을 동

시에 받는 부재 P-MY-MZ로 정의하 다. 한 소성힌지의 길이는 기둥 길이의 10%로 산정하 다. 

Push-over case에서 push1과 push2는 Mode에 따라 비례하는 하 을 입력하 고 push1은 교축방향 push2는 

교축직각방향으로 가진하 다. 

    

그림 6 Capacity Curves

4..4 역량스펙트럼 변환

역량스펙트럼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역량곡선을 역량스펙트럼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앞장에 언 한 바와 

같이 역량곡선은 상부구조의 수평변 에 한 지 의 단력을 도식하는 반면, 역량스펙트럼은 이 역량곡선

을 ADRS(Acceleration-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 식 S  = V/W와S   = 

  을 이용하여 Push-Over해석에 의한 각 Case별 역량곡선을 역량스펙트럼으로 변환 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Capacity Spectrum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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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량스펙트럼에서의 항복 , 극한 , 연성도(Push1)    표 3 역량스펙트럼에서의 항복 , 극한 , 연성도(Push2)

Yield point
Acceleration (g) 0.346

Displacement (mm) 8.6

Ultimate point
Acceleration (g) 0.379

Displacement (mm) 175.4

ductility 20.395
    

Yield point
Acceleration (g) 1.025

Displacement (mm) 3.6

Ultimate point
Acceleration (g) 5.621

Displacement (mm) 52.9

ductility 14.7

4..5 설계응답스펙트럼

교각이 치한 곳의 지진구역은 Ⅰ이었으며 붕괴방지수 에 한 500년 주기를 기 으로 설계응답스펙트

럼을 작성하 다. 지반종류는 30.480m에서치가 50 이상이므로 SC 를 용하 다. 그림 8은 기본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유효감쇠비 5%를 용시킨 설계응답스펙트럼이다.

그림 8 설계 응답 스펙트럼

5. 비교검토

범용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마이다스를 이용하여 역량스펙트럼을 산정한후 지반종류에 따른 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그림 9와 같이 두 스펙트럼을 동일 좌표상에 도식화하면 극한 이 설계응답스펙트럼 

외부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붕괴방지수 인 설계응답스펙트럼 보다 구조물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 구조물이 내진안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설계 응답 스펙트럼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 국내에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CSM(Capacity 

Spectrum Method)을 범용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Midas)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1. 교각 구조물이 치한곳의 지진계수는 Ca=0.130, Cv=0.180이며 이에 따른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  

     다.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에서 도출된 역량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과 동일좌표상에 도식화하  

     면 역량스펙트럼 극한 이 설계응답스펙트럼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교각  

     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달할 수 있다. 

2. 역량스펙트럼법은 비탄성 응답을 일으키는 다양한 지반운동 수 에 해서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 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나 신설 구조물의 성능목표에 한 설계 검증 등에 효  

    율 으로 용이 가능하나 고차 모드의 효과를 고려할 수 없었으며 한 반복 주기 하 에 의한 구조물  

    의 성능 하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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