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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설된 교량의 경우 최근 개정된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하여 내진설계룰 수행하여 시공되고 있으나, 내진설계규정 

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되어 사용 중인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경우에는 지진에 의한 횡하중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각의 내진보강을 위해 니켈-크롬 합금강바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니켈-크롬 합금강바를 보강한 교각 

부의 지진에 의한 횡하중 작용시의 거동을 MIDAS프로그램을 통해 모델링하여 내진보강 전후의 교각 변위와 응력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니켈-크롬 합금강바가 다른 보강재에 비해 경제적인 면과 기능적인 변을 모두 만 

족시킬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니켈-크롬 합금 강바의 내진보강 효과를 확인 

할수가있었다. 

액심용어 교각, 니켈-크롬 합금강, 내진보강, 지진 

ABSTRACT Seismic design of newly b비ilt bridges can be considered and carried out during construc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revised road bridge design standard issued recently. While for the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bridge priers under service 

before new standard implements, their resistance capacity against lateral seismic loading is infe rior. In this research, seismic rein

forcing for existing bridge piers by nickel-chrome alloy bar has been analyzed. Based on the established model by MIDAS pro

gr없n, the behaviors of bridge piers including deformation and stress with and without nickel-chrome alloy reinforcing bars have 

been compared and discussed under lateral seismic loading. And the advantages of using nickel-chrome alloy bar as seismic 

reinforcement over other materials, such as good performance, good economy etc. have been demonstrated by comparison with 

other researches. Also the anti-seismic efficiency of nickel-chrome alloy reinforcing bars has been confinned by MIDAS model

ing analysis. 

KEYW。RDS bridge pier, nickel-chrome alloy bar, seismic reinforcement,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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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 97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 

였으며, 이와 더불어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물이 구축되었 

다. 그러나 지진의 빈도가 높지 않은 지리적 특성 탓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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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계나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구조물이 많지 않아, 중대 

형 시설물의 안전사고로 이어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막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1 978년 홍성지진때 4억원의 재산피해를 맞게 되었고, 이 

후 1 992년에 도로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최초로 도 

입하여 1 999년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전체 교 

량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시설안전기술공단, 1999). 내진관련 규칙이 개정되고, 시 

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기술은 많은 발전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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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에 대한 관련기준이 미흡 

하고, 관련기술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을 대상으로 

교각부 내진보강을 위한 내진 보강재의 성능 및 경제적 검 

토를 통하여 최적의 보강재를 선택하고, MIDAS프로그램 

을 통하여 내진보강 전후의 지진에 의한 횡압력에 따른 교 

각의 거동 및 응력변화를 예측, 검토한다. 

2. 내진 보강재 

1994년 홍성 지진과 2008년 중국 스환성 대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로 국내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Xiao2} Ma, 1997). Priestley 

등(1997)은 교각부 보강을 위한 Jacketing 공법을 연구하였 

으며, 국내에서는 지진학회를 비롯하여 많은 학교와 연구 

단체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다OJ'한 실험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의 보강재를 개발하기 위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현존하는 교량의 교각을 보강하 

기 위한 보강재로써 강판, FRP섬유, 아라미드 스트립, 합 

금강바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강재 각각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니켈-크롬 합금강을 내진 보강재로써 성능 

발휘를 위한 강도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2.1 강판보강 

강판보강공법은 노후화 혹은 부실 시공된 콘크리트 구 

조물에 내하력을향상시킬 목적으로 1964년 남아프리카의 

Durban에서 처음 적용된 이래 1970년도 이후부터 유럽과 

일본 등에서 교량과 건축물의 보강에 널리 적용되었는데, 

이는 시공기간이 짧고 사용 중인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 

하며, 인장은 물론 압축이나 휩, 전단을 받는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내진보강재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판은 4.5∼6 .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강판 보강공법은 콘크리트 부재의 인장측 외면에 강판을 

에폭시수지 등으로 부착하여 철근과 같은 보강효과를 얻 

는 공법이다. 그러나 강판보강공법은 강판의 취급이 불편 

하고 부식 및 내화 성능이 취약하며, 취성적인 보강판 탈 

락현상을 보이며 시공후의 내부 변화를 관찰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2.2 FRP 섬유보강 

FRP 보강근은 ‘섬유로 보강된 폴리머 매트릭스’라 정의 

할수 있다 FRP 보강재료는 탄소, 유리, 아라미드 등의 섬 

유를 폴리머 매트릭스인 비닐에스터, 에폭시, 폴리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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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착시킨 것으로 현재는 보강근, 케이블, 2-D, 3-D 그리 

드, 쉬트, 판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보강 

재료로서 FRP 보강근에 요구되는 주요 성질은 부식저항, 

고 인장강도, 낮은 릴렉세이션, 고인성 및 피로저항성, 치 

수안정성등이 있다 

그러나 FRP 섬유보강의 문제점으로써는 인화성이 강하 

여 화재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며, 에폭시계의 수지를 결합 

재료로 이용할 경우 표변에 피복이 없으면 자외선에 의한 

강도저하가 발생된다 또, 섬유시트 적층수의 증가에 따라 

공기가 길어지며, 표면처리 후 훼손된 국부적인 불량부분 

은 단차가 I mm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 모르탈 혹은 레진 

모르탈등으로복구공정이 펼요한문제점이 있다. 

2.3 아라미드 스트립 

아라미드 스트립부재에 Peel-Ply를 부재양면에 부착하 

고 시공 시에는 열화 된 콘크리트표면을 제거한 후 시공하 

여 부재와 보강재의 부착성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시공이 간편한 철근콘크리트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기술 

로써,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에 Peel-Ply를 양면 부착하여 

인발하는 기술 및 철근 콘크리트 표변을 보강부재 두께만 

큼 취핑한 후 보강부재를 매입 시공동}는 공법이다. 반면, 

아라미드의 경우 화재에 대하여 매우 취악하며, 보강효과 

에 있어 현장기능공의 숙련도에 의존도가 높다. 

2.4 니켈-크롬 합금강바 

스테인리스 강의 한종류인 니켈-크롬 합금강은 넓은온 

도범위에 걸쳐 높은 인장강도와 양호한 연성, 인성을 나타 

내지만, 항복강도가 낮고, 항복비(항복강도/인장강도)도 

그림 1. 니켈-크톰 합금강바 

그림 2. 니켈-크롬 합금강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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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니켈-크롬합금강종별 기계적 성질 

강종 상태 0.2%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Mpa) (Mpa) 

STS304 고용화 245 588 
열처리 

STS304L 고용화 196 560 
열처리 

STS304N 고용화 481 814 
열처리 

작기 때문에 냉간가공이 용이하다. 그러나 냉간가공에 의해 

경화하기가 쉽고, 특히 Ni 함유량이 작은 강종에서는 가공 

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 현저히 기공경화한다. 이 

는 다른 스태인레스강에 비해 충격특성이 극히 우수할 뿐 

아니라, 통상 페라이트강에서 나타나는 천이영역도 없다. 

철근의 인장강도의 경우 360 MPa이며 , 이에 반해 니켈

크롬 합금 강바의 경우 이보다 큰 588 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외력을 가할시 일반철근을 사용한 전단 보강보다 

훨씬 큰 교각부위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보강재로써 큰 성능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 

켈-크롬 합금강바의 강종별 기계적 성질은 표 l과 같다. 

STS304의 경우 인장강도가 588MPa으로써, 표 2, 표 3과 

같이 경제성과 시공성 그리고 인장강도 등을 볼때 본 연구 

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로 적합하다. 따라서 STS304 강괴 

를 교각부위 보강에 적합한 단면형상으로 금형하여 프리 

스트레스를 주어 보강재로써의 최대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한다. 

표 2 보강재종류별단가 

구분 규격 단위 단가(원) 

강판 SS41 kg 450 

FRP섬유쉬트 NR72(탄소섬유) m 63,0(](]

아라미드섬유쉬트 I-IKX307 m 70,000 

니켈-크롬합금강바 ~8 m 18,0(](]

표 3. 보강재 종류별 인장강도 

보강재 종류 인장강도(MPa) 

SR240 390∼530 
철근(원형 봉강) 

SR300 450∼610 

E-glass 3500 
유리섬유 

AR-glass 3100 

high stren땅h carbon 3000 

탄소섬유 intermediate modulus carbon 2400 

비gh modulus carbon 1300 

아라미드섬유 KEVLAR 210(]

STS304 588 
니켈-크롬합금강 

STS304N 8 14 

% 

60 

60 

50 

기계적성질 

단연 경도 Izod 흡수에너지 
감소율 1-Ib 1-IRB ft-lbs 

70 149 80 100-129 

70 146 78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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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한 내진보강 모델렁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992년 이전에 시공된 보 

강되지 않은 실제 교량과, 보강전 교량에 교각부위를 니켈 

-크롬 합금강바로 보강한 교량을 모델령 하여 두 모델령에 

대한 해석결괴를 비교분석 한다. 

(I) 교량형식 • T형교각(하부구조) 

(2) 폭 : 16 m 

(3) 재 질 ‘ concrete C 240 kg/cm2 

(4) 하중 조건 I. 수직하중 P1=43.0 ton 

2. 지진하중 P2= 100.0 ton 

l l • • R •• • • • 

-]」」
그림 3. T형 교각의 정면도 

보강재로 사용한 니켈-크롬 합금강바의 MIDAS프로그 

램 입력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I) 탄성계수 : 2.8 × 10 tonf/ m2 

(2) 단위중량 : 7 .9 tonf/m3 

(3) 프아송비 : 0.3 

(4) 옹도팽창계수 : 1.2 × I 0 I/[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α!ly, Vol. 2,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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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형 교각의 입면도 

3.1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강 전 교량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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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재질 결정 

그립 6. 완성구조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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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중조건 입력 

’ ........ ”. 
y찢-. ” 

그림 8. 지진하중 및 수직하중 상태 

3.2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강 후 교량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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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둥 생성 

그림 11 . 니켈-크롬 합금 보강재 생성 

그림 12. 보강된 구조물 샘성 

4. 모델링 결과의 비교 및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실시한 내진보강 전의 교각과 니 

켈-크롬 합금강바를 이용하여 내진보강한 교각의 모댈링 

한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보강전 교각의 최대 변위 

는 교각 상부에서 0.0057705 m, 최대압축응력은 -1 9.7704 

MP a, 최대 인장응력은 12.2403 MPa이다. 반면, 니켈-크롬 

합금강바로 내진보강한 교각의 최대변위는 교각상부에서 

0.0이0582 m, 최대압축응력은 -1 0.3242 MPa, 최대 인장응 

력은 6.9532 MPa으로 교각의 상부에 나타났다. 이는 니켈

크롬 w-금 강바의 교각 구속력으로 인해 교각 접합부의 응 

력은 보강전보다 현저히 감소되고 최대응력지점이 니켈

크롬 합금강바의 보강으로 인해 교각 상부로 이동하였다 

또한 모델링 결과를 통해 변위가 80%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있다. 

그림 13. 보강전 교각의 변형 

그림 14. 보강전 교각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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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보강후 교각의 변형 

그림 16. 보강후 교각의 변형 

5. 결 료르 ._ 

본 연구에서는 다OJ'한 내진보강재를 검토하고 니켈-크 

롬 합금강바의 내진보강재로써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효택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2권 제2호 

모텔링을 실시하였다.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일반콘 

크리트 원형교각을 니켈-크롬 합금강바로 보강한 경우, 니 

켈-크롬 합금강바가 발휘하는 구속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그 결과값 

은다음과같다. 

I)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강재로써는 강판, FRP섬유, 아 

라미드 스트립등이 있으며, 이들과 니켈-크롬 합금 강바를 

비교하여 니켈-크롬 합금강바의 내진보강재로써의 타당성 

을확인하였다. 

2) MID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니켈-크롬 합금강바를 

보강한 교각과 보강하지 않은 교각의 모댈링 비교를 통해 

변위 및응력이 보강후현저히 감소하는것을알수 있다. 

3) 니켈-크롬합금강바의 단면 및 직경의 변형,프리스트 

레스등 다%댁f 변형으로 보강재 성능향상 및 지진에 의한 

교각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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