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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s purpose is to improve determining of the critical response of curved bridge to 

multi-component seismic motion.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combine responses by multi-component 

excitation response, 30%, 40% rules and square-root-of-sum (SRSS). These combination rules 

determine same value of critical response in straight bridges. However, each method has critical 

response value of different magnitude in curved bridges. Thus a study about critical response of 

curved bridges is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comparison critical responses value as each 

combination rule, 30%, 40% rules and SRSS on curved bridges with the different radiuses of curvatu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response spectrum analysis of OO IC steel box girder bridge using 

SAP2000. It is concluded as follows: 1) In curved bridges, 30% and 40% rules tend to underestimate 

the critical response relatively to SRSS. 2) When bridges have smaller radiuses than 100m, difference 

between SRSS and 30% or 40% rules let run errors up as radiuses of curvature decreased.

Key words: curved bridge, combination rules, 30%, 40% rules, SRSS

1. 서 론

교량의 지진해석  성능 평가 시 필요한 가상의 지진력을 산출하기 해 SRSS, 30%, 40% 방법과 같은 

다양한 하  조합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도로교 설계기 과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지침에는 30% 방법

에 의한 하  조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NCHRP 12-49에서는 SRSS와 40% 방법을 혼용해

서 사용하고 있으며, Caltrans에서는 30% 방법에 의한 하 조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직

선교에서는 동일한 값으로 지진력을 산출하지만 비정형 교량인 곡선교에서는 그 값이 측 불가능하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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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방법에 따른 지진력의 비교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공된 교량인 OO IC육교의 모형을 기 로 곡선반경이 다른 곡선교에서 직교

하는 2방향의 수평 지진운동에 한 고정단 교각 최하단부의 휨 모멘트를 측정함으로써 하  조합 방법에 

따른 지진력을 비교하 다.

2. 교량의 내진 해석을 한 지진력의 조합 방법

구조물의 최  응답을 산출하기 해서 Smeby 와 Der Kiureghian(1985)은 random vibration 이론에 근거

하여 측 불가능한 지진 작용방향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  지진력과 최  지진력을 발생시키는 

지진의 작용 방향을 제시하 으며 Lopez와 Torres(1997)는 CQC방법을 응용하여 세 방향에서 지진이 작용했

을 때 최  응답과 최  응답이 일어나는 각도를 제시하는 CQC3방법을 제안하 다. 30%  40% 방법은 각

각 Rosenblueth와 Contreras(1977), Newmark(1975)가 제안하 다.

2.1. CQC3 방법

지진작용 방향과 구조물계의 체 좌표축과의 계는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수평 성분의 2방향 설

계응답 스펙트럼 사이의 계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는 임의의 형태를 가진다. 

  (는 종방향 지반운동에 한 횡방향 스펙트럼의 비)                 (1)

한편, 는  , 는  , 는 방향에 한 설계 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세 방향의 지반 운동에 

의한 최  응답은 식 (2)와 같으며 최  응답이 발생할 때 주 지진방향과 X좌표축과의 각도는 식 (3)으로 제

안되었다. 

그림 1.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2방향 수평 지반 운동과 1방향 수직 지반 운동과 체 좌표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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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의 설계 응답스펙트럼이 각각 좌표축 X, Y 방향으로 작용하 을 때 구조물에서의 

응답,   : 와 번째 모드와의 상 계수,   : 수평방향 주 지진 방향과 구조물 체 좌표계의 X축이 이루

는 각, 
 ,

  :   , 의  , 번째 모드에서 응답,    : 에 의한 Z 방향의 응답

2.2. SRSS 방법

SRSS 방법은 2.1 에서 기술한 CQC3방법에서 값이 1일 때, 즉, 과 가 같을 때 최  응답 값이 

다음 식 (4)로 표 되는 것으로 식 (5)에 의해서 에 상 없이 모든 방향에 해서 동일한 값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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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0%, 40% 방법

30%, 40% 방법은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방향 성분에서 방향에 직각방향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서 Newmark(1975)가 최 로 제안하 다. Newmark는 Housner의 속도

스펙트럼법(Pseudo-velocity spectrum method)으로 과 방향 지진의 크기를 정량화한 후 지진방향 지진

의 크기()와 직각방향지진의 크기()의 비를 통계 으로 구하 다. 그 결과 /은 부분의 경우에 0.

9～0.95의 값을 가져 지진방향과 거의 같은 크기의 직각방향 지진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 40%방법에 의한 하  조합 는 식 (6)과 같으며   인 경우에만 용가능하다.

  ×    ×                            (6)

여기서,    또는   (30%일 때 0.3, 40%일 때 0.4),   ,   : 의 설계 응답스펙트럼이 각각 

좌표축 X, Y방향으로 작용하 을 때 구조물에서의 응답. 

3. 해석 상 곡선교의 모형화  응답스펙트럼 해석 

3.1. OO IC육교의 제원

OO IC육교는 곡선반경 102.375m를 가진 4경간 연속 곡선교이며 교량의 구체 인 제원은 표1과 같다.

표 1. OO IC육교의 제원

상부구조 하부구조 받침형식 교폭 교장 치

Steel Box 

Girder(STB)
원형 단주

POT받침

(고정단 : P2)
7.06m

140m

(30,40,40,30)

역시

(지진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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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곡선교의 해석 CASE  모형화

본 논문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은 CASE로 해석을 하 으며 CASE별 교량의 해석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해석 CASE

곡률반경 50m 70m 80m 102.375m 150m 300m

하 조합 방법 각각의 곡선 반경 모형에 따라 SRSS, 30%, 40% 방법으로 해석

50m 70m 80m

102.375m(OO IC육교) 150m 300m

그림 2. 교량의 해석 모형

3.3. 교량의 해석 방법

모형화  해석은 SAP2000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거더  교각은 3차원 빔 요소를 이용하여 모형화 

하 고 교각의 최하단부와 교 의 경계조건은 고정단으로 설정하 다. 상 교량의 지진해석은 응답스펙트럼

법으로 하 으며  질량 참여계수가 90%이상이 되도록 50개의 모드를 CQC방법에 의해 조합하 다. 지진 

작용방향은 수직방향을 제외한 2방향의 수평방향만을 고려하 고 수평 2방향 성분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도로교설계기 에서 규정한 탄성지진응답계수( )로부터 결정하

고 산출식은 식 (7)과 같다.

 


≤     ≤                              (7)

  : 가속도계수(  × ,   : 지진구역계수,   : 지진 험도계수),   : 지반계수,   : 주기(sec)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산출하기 한 계수는 표 3과 같으며 그림 3에 그래 로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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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사용된 계수

지진구역계수( ) 지진위험도계수() 가속도계수( ) 지반계수()

0.11 1.4 0.154 1.0

지진1구역 재현주기 1000년 0.11×1.4 경암 또는 보통암 지반

그림 3. 설계응답스펙트럼

4. 곡선교의 하 조합 방법별 응력  검토

교량의 내진 성능 평가 시 교각의 휨 모멘트 평가를 해서 최  응답을 보이는 고정단 교각(P2)의 최하

단부 휨 모멘트를 고려하 으며 각 곡선반경별로 3가지 하  조합 방법에 따른 교각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산출하 다. 

4.1. 고정단 교각 최하단부의 응력 비교

해석 상 교량의 교각은 원형교각이므로 양방향을 고려한 휨 모멘트를 산출하기 해  ,   두 성분

을 조합하 다. 조합방법은 NCHRP 12-49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 으며 식 (8)과 같다.

                                         (8)

4.2. 하  조합 방법별 응력 검토

2방향의 지진력에 의한 교량의 응답을 측정하기 해 앞에서 언 한 3가지 하  조합 방법(SRSS, 30%, 

40% 방법)에 의해서 하  조합을 실시하 으며 그래 를 이용해서 도시하 다. 그림 4를 보면 모든 곡선교

에서 30%, 40% 방법은 SRSS방법에 비해서 최소 3.24MN ～ 최  5.64 MN 만큼 지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식 (9)에 의해 산출된 방법으로 각 하 조합 방법 간의 차이를 도시한 

그림 5의 그래 를 보면 30%와 40% 방법에 의한 지진력의 조합은 100m이하의 곡선반경을 가지는 곡선교에

서 격히 응답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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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하 조합방법별 휨 모멘트 비교    그림5. SRSS방법에 한 30%, 40%방법의 차이 비교

5. 결    론

곡선교의 내진성능 평가 시 재 사용되고 있는 하 조합방법에 한 구조 해석 결과, 재 도로교 시방서

에 명시되어 있는 30% 방법과 NCHRP12-49에 제시되어 있는 SRSS, 40% 방법을 곡선교에 용할 경우 각 

방법별 차이가 최소 10% ～ 최  20%정도 발생하 다. 그러므로 곡선교의 원형 교각 해석에 용되는 양방

향 응답을 고려한 기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100m이하의 곡선 반경을 가

지는 곡선교에서는 하 조합 방법 별 발생하는 응답의 차이에 한 범  정도가 격히 커짐에 따라 내진성

능 평가 시 하  조합 방법 별 응답 차이는 체 인 구조물의 평가에 신뢰할 만한 결과 값을 제시하지 못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 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1. 비정형 교량인 곡선교에서 용 가능한 양방향 응답을 고려한 하 조합 방법에 한 기  제시

2. 곡선 반경100m이하를 가지는 곡선교에 한 추가 인 연구와 그에 따른 하  조합방법과 곡선반경을 

고려한 곡선교에서의 하 조합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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