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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pseudo-dynamic test and shaking table test have been performed using small scale 

models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RC structures, researches on similitude law are not 

sufficient. This study presents a reasonable similitude law for improvement of economical 

efficiency and reliability.

요  약

    최근 국내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실험 시 구조물의 크기, 실험장비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을 극복하고자 축소모형을 통하여 유사동 실험과 진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사법칙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해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는 한 상사법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내진성능평가실험으로 구조물의 크기, 실험장비의 제약, 경제 인 이유로 인해 

축소모형을 사용한 유사동 실험과 진동  실험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재까지 용하고 있는 

상사법칙은 탄성범  내에서 유도하여 부과질량의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축소율이 큰 모형의 사용 시 동일재료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질량

을 최소화하고, 실제와 달리 부과질량을 집 질량으로 치환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 하는 상사

법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모델특성과 부과질량

 2.1 인공질량모델의 부과질량

   축소모형 사용 시 재료비선형을 고려한 상사법칙으로 가속도 비를 1로 하여 유도한다. 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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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상사비까지 고려한 진 모델과는 달리 단 량에 한 왜곡으로 인한 인공질량 모델에

서는 부과질량이 발생한다.

표1. 진 모델과 인공질량 모델의 부과질량

Quantities Dimension
True Replica

 Model
Artificial Mass 

Simul.

Mass density        

Added mass     - 
⋅⋅ 

2.2 부과질량의 감소방안

    
⋅⋅  로 유도한 부과질량에서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우변의 첫

째항을 감소시키거나 모델콘크리트의 단 량을 크게 하여 둘째 항을 증가시킴으로써 부과질량

을 일 수 있다. 이때 단 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외부의 집 하 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

라 재료자체의 단 량에 변화를 주어 가  진 모델 상사비에 맞추고자 하 다.

2.3 철근의 모델링

  모델철근 제작 시 특수 가공을 통해 원형의 거동을 정확히 묘사하는 철근을 제작하기 어려우므로 

응력에 한 상사보다는 공칭휨강도를 고려하여 강도에 따른 상사를 맞추고자 하 다.

4. 결 론

축소모형 설계 시 탄성계수가 작고 단 량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부과질량을 일 수 있

다.

 1) 휨 괴로 가정한 지진하 상태에서, 원형구조물과 동일한 항복 과 항복강도를 지닌 모델철근

을 사용하고 원형구조물보다 탄성계수가 작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축소모형 구조물의 거동이 비

슷한 것으로 보아, 큰 오차를 유발하지 않고 부과질량을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모델 콘크리트의 단 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인 구조물의 질량은 일 수 없으나, 집 하

으로 치환하는 부과질량을 여 결과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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