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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p splice of longitudinal reinforcing steels was located in the plastic hinge region of most 

bridge piers that had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before the adoption of the 1992 seismic 

design provision of Korea Highway Design Specification. This research aims at improv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bridge piers with lap-spliced longitudinal steels, of 

which the plastic hinge region was wrapped by the shape memory alloy (SMA) wires. 

Quasi-static test was used to investigate the seismic behaviours of RC test specimens.

요  약

내진설계가 도입되지 않은 1992년 이 에 설계 시공된 교량 교각의 경우 소성힌지구간에 충분한 횡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철근 겹침 이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분이다. 이 연구는 주철근 겹침

이음 교량 교각의 소성힌지구간을 형상기억합  (SMA) 와이어로 보강하여 내진 성능 향상을 조사하

다. 정  (Quasi-Static) 실험 방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 다. 

 

1. 서   론

  국내에서는 도로교표 시방서의 내진 설계 기 이 마련된 1992년 이 에 설계 시공된 RC 교각은 

주철근의 겹침이음이 소성힌지구간에 치하여 이들 교각에 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들을 면 재시공하는 것은 많은 경제 , 사회 으로 많은 어려

움을 래하므로 한 보수․보강을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단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형상기억합 (SMA) 와이어 보강을 선택하여 교각의 내진성능을 평가하 다.

2.  실험계획  방법

  이 연구는 반복이력하 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 성능을 정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

다. 실험체는 휨 괴모드(형상비3.5)로 설계되었으며, 내진설계기  도입 이 의 비내진 설계법으

로 주철근 겹침이음 없는 시험체 1기, 주철근 겹침이음 50%를 한 시험체 1기, 형상기억합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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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가지 상인 마르텐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를 이용하여 각각 와이어의 보강간격을 달리하여 보강한 

시험체(와이어 심 간의 간격없이 보강, 와이어 심 간의 간격 2mm로 보강) 4기를 제작하 다. 

3. 실험결과

  그림 1, 2와 같이 Drift Level 1.5%까지는 모든 시험체의 소산에 지(Dissipation)가 유사하 으며, 

주철근 겹침이음이 50%인 무보강 실험체(RC-N-SP50-NUB)는 주철근에 슬립이 발생하여 Drift 

Level 2.0%부터 입력  소산에 지가 다른 실험체에 비해 하됨을 알 수 있었다. Drift Level 

2.5%에서 소산에 지는 RC-N-SP50-NUB의 경우 주철근 겹침이음이 없는 실험체(RC-N-SP00-NUB)

보다 72.57% 작음을 알 수 있고 마르텐사이트 상의 SMA wire 보강으로 인하여 (RC-N-SP50-MA0,

RC-N-SP50-MA1)은 무보강 시험체보다 소산에 지가 약 25.65% 증가됨을 보여주고, 오스텐나이

트 상의 SMA wire 보강으로 인하여 (RC-N-SP50-AUS0, RC-N-SP50-AUS1)은 3.97% 증가됨을 

보여 다.

             

 그림1. 무보강-마르텐사이트                  그림2. 무보강-오스텐나이트

4. 결 론

  주철근 겹침이음이 50%로 제작된 비내진 시험체는 주철근의 슬립 상으로 인하여 주철근 겹침

이음이 없는 시험체보다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형상기억합 (SMA) wire로 보강으로 인하

여 형상에 따라 25.65%, 3.97%의 소산에 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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