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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reinforced concrete pier using ductility 
demand-based seismic design method and nonlinear earthquake analysis. A computer program named 
MIDAS/Civil(MIDAS IT,2009) for the analysis of the reinforced concrete pier was used.
 The bridge pier was designed by the ductility demand-based seismic design. In addition, a seismic 
performance was evaluated through both capacity spectrum method and nonlinear time history method.
 In order to determin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bridge pier, the maximum response values from the 
capacity spectrum method and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were compared each other.

1. 서론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험성이 날조 높아지

고 있어 지진  지진해일에 한 경각심을 지닐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는 표 인 

교통수단으로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고 그 기능을 유지해야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도로교표 시방서에 교량 구조물에 한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 지속 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내진설계 교량 구조물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2009년에 제정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 에는 도시철도 고가교  교량분야에 한 내진설계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개정 될 내진설계기 에는 교량 구조물에 한 내진설계 기 이 신설 될 

정이다.

사회기반시설물 에서 특히 교량의 경우 지진하 에 한 붕괴는 교량 체 시스템의 붕괴를 래하

므로 지진하 에 해 교각은 최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피해만을 허용해야한다. 이로 인해 

신설되는 도시철도교  교량의 내진설계기 에는 완 연성 개념의 내진설계 보다는 소요 연성도를 고

려한 한정연성 설계개념의 내진 설계법(Ductility demand-based seismic design)을 제시하여 합리 이고 

경제 인 설계를 유도 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설되는 내진설계기 에 합한 제 구조물을 선택해 교각 구조물의 연성도 내진설

계와 내진성능을 평가하 다. 상 교각에 필요한 연성능력을 나타내는 소요응답수정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변수로 한 제안식에 따라 심부구속철근을 설계함으로써 연성도 내진설계법을 용하고, 범용 산

로그램인 MIDAS/Civil(MIDAS IT, 2009)을 사용하여 비선형 지진해석 기능인 역량스펙트럼 해석과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내진성능과 안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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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연성도 내진설계

연성도를 고려한 내진설계법의 기본개념은 그림 1.에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3.0이나 5.0의 응답

수  정계수 R을 용하는 소성거동 역을 한정연성 구간과 완 연성 구간으로 구분하고, 한정연성구간

에서는 교각의 소요연성도(Required Ductility)에 따라 심부구속철근량을 배근함으로써 합리 인 설계를 

유도하며 과도한 철근배근으로 인한 시공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연성도 내진설계법의 특징은 

교각의 소요연성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심부구속철근을 배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성도 내진설계법에

서는 그림 2.의 설계과정에 따라 상 교각에 필요한 연성능력을 나타내는 소요응답수정계수를 산정하

고 이를 변수로 한 제안식에 따라 심부구속철근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림 1. 연성도 내진설계법 개념 그림 2. 연성도 내진설계법 설계과정

3. 비탄성 지진해석

3.1 역량스펙트럼 해석(Capacity Spectrum Analysis)

역량스펙트럼법은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능력과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조

물이 보유하고 있는 지진에 한 항능력을 평가한 후에 보유능력은 상될 수 있는 지진하 에 한 

구조물의 요구수 보다 커야한다는 개념을 해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이다.

3.1.1 능력스펙트럼(Capacity Spectrum) 산정

ATC 40에서 제사하는 능력스펙트럼은 구조물에 가해지는 횡방향지진력과 이에 따른 변  계의 곡

선으로 표 한다. 즉, 비선형 정 해석에 의해 Capacity Curve를 얻을 수 있고, 변 - 단력의 계로 

나타낸다. 이 곡선은 구조물이 지진에 항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요역량스펙트럼(Demand 

Spectrum)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식을 통하여 가속도-응답스펙트럼 상

태로 변환한다.

 


(식 3.1)

 ×상부  
∆상부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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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구조물의 유효중량

 : 기본 모드에 대한 모드 질량계수

 : 기초 전단력

 : 기본 모드에 대한 모드 참여율

상부  : 기본 모드에 대한 상부의 변위

∆상부 : 관성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의 변위

3.1.2 요구스펙트럼(Demand Spectrum) 산정

구조물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일반 으로 주기(T)에 한 응답가속도(Sa)의 요구곡선의 형태로 표

된다. 따라서 이 계를 공 역량스펙트럼과 동일한 그래  상에 표 하기 해서는 ADRS(Acceleration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형식, 즉 응답가속도(Sa)  응답변 (Sd)로 표 되는 요구스펙트럼

(Demand Spectrum)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요구스펙트럼의 ADRS 형식으로의 변환은 식 3.3과 같이 

주기와 계된 응답가속도로 구하고, 구조물의 주기는 식 3.4와 같이 정의 된다.

 

 
 (식 3.3)

  





(식 3.4)

3.1.3 역량스펙트럼해석(Capacity Spectrum Analysis)

비선형 정 해석(Pushover analysis)에 의한 성능스펙트럼은 항복 이후, 응답의 비선형으로 인해 곡선

형으로 나타나고, 이는 등가면 의 이선형(Bilinear)으로 표 된다. 역량스펙트럼방법에서는 등가이선형

곡선에 의한 성능 의 강도와 성능 의 변 를 이용하여 탄성요구를 감시키기 한 유효감쇠계수를 

산정한다.

능력스펙트럼과 요구스펙트럼이 교차되는 성능 은 구조물이 항능력과 고려하는 지진하 의 요구수

이 일치하는 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능 은 특정 지반운동에 한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요한 평가지수가 된다.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변형정도를 악하고 비탄성지진응답에 의한 

구조물의 괴메카니즘을 효과 으로 측할 수 있다.

3.2 비선형 시간이력해석(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은 부재의 비선형 특성과 하 의 시간의존 인 특성을 반열 할 수 있는 내진성능

평가 방법이다. 지진하 을 받는 구조물에 한 비선형 동 평형방 식은 식 3.5와 같다.

 ″′     ″ (식 3.5)

여기서, =질량행렬, =감쇠행렬, =비선형 요소와 탄성요소의 강성행렬, =비선형 요소의 체좌표

계 내력, =비선형 연결요소에 포함된 비선형 스 링의 체좌표계 내력, ′″= 에 한 

변 , 속도  가속도, 
″=지진하 을 타나낸다.

일반 으로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에는 직 분법(Direct Integration Method)이 용되며, 각 시간 간

격에서의 변  증분을 구하여 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각각의 시간간격 내에서 부재의 강성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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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형력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4. 해석결과

4.1 제 구조물

본 논문에서 사용된 상 교량은 3경간 연속교인 Steel Box Girder교로서 교량 총 길이는 140m, 교폭

은 11.4m이고 높이가 7.75m인 역 T형 교각을 선택하 다. 선택한 하부구조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a) 교량 전체 모델링 (b) 교각 구조물 모델링

그림 3. 대상 교량 모델링

.

표 1. 하부구조의 특징

구분 특징 구분 특징

형식 역 T형 교각 단 량 24.52 kN/m3

높이 7.75m 콘크리트 강도 24 Mpa

지름 1.5m 주철근 항복강도 392.27 Mpa

단면 1.77m3 보조철근 항복강도 294.20 Mpa

4.2 연성도 교각 설계

그림 2와 같이 연성도 내진설계법을 용한 교각의 설계결과 값을 표2.에 나타내었다. 지진해석 수행

결과 주기 T=0.905sec, 작용축력 Pu=4500kN이다.

표 2. 연성도 내진설계법 적용을 통한 교각 설계

구분 값

①소요응답수정계수  1.33

② 소요변위연성도 ′∆ 1.33

③ 소요곡률연성도 ′ 5.396

④ 소요횡구속철근비  0.00384

⑤ 횡 구속철근 ′ 154.9 mm 

⑥ 좌굴방지 수직간격  190.8 mm

∴ ′ ≤  D32@155mm 

그림 4. 교각 기둥의 P-M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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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공지진

제해석에 사용된 교각은 지진구역계수 0.11, 지반계수 1.2, 재 주기 1000년(I=1.4)으로 가정하 고, 

인공지진의 최 지반가속도는 도로교설계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지진 수 인 0.154g로 비례조정 

하여 사용하 다. 그림 5.은 인공지진 와 인공지진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곡선을 보이고 있다.

(a) Earthquake 1 인공지진 (b) Earthquake 2 인공지진

(c) Earthquake 3 인공지진 (d) 인공지진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그림 5. 인공지진 와 인공지진 를 이용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4.4 역량스펙트럼해석 결과

Pushover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먼  상 교각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석 방법을 결정

하고 부재에 한 비탄성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성능에 기 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변 제어 

방법을 용하 고, 부재의 이력특성을 FEMA 타입으로 고려하여 구조물의 항복변 , 최 변 , 내력

하에 따른 강성과 강도 감소 상을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다. 상구조물의 최 변 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Node 71)을 주 으로 선택하여 목표변 에 도달할 때까지 하 을 증분 시켰고 최 변

는 성능기 설계에서 인명안 수 에 해당하는 구조물 체 높이의 2%에 해당하는 0.155m로 설정하

다.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기 성 감쇠비 5%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능력스펙트럼과 지진하 에 의한 

요구스펙트럼이 교차하는 성능 을 그림 6.(c)에 나타내었다. 상교각의 최  비탄성 변 는 3.447cm로 

평가되었다. 즉, 상교각 구조물이 설계응답스펙트럼 하 을 받았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최  비탄성변

를 의미하고, 탄성거동 이후에 교각은 약 3cm정도의 항복변 와 성능 까지의 변형을 발휘할 수 있는 

거동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의 비탄성 진동주기는 0.7192 이고 유효 감쇠비는 5.34%로 나타났고, 

교각 구조물이 보유하고 있는 RCapacity는 4.286이고, 설계지진하 에 해 요구되는 RDemand는 0.972이므로 

지진하 에 하여 충분한 에 지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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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각구조물의 능력곡선 (b) 교각구조물의 능력스펙트럼 (c) 교각구조물의 성능점

그림 6. 주절점(Node 72)에서의 교각 특징

4.5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결과

상 교각 구조물에 한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7.(b)와 같이 

입력지진에 한 구조물의 군열, 항복 소성구간 등에 의한 비선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인공지진 3개에 한 변 응답의 최 값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지진발생시 교각의 최 변 를 측

해 보았다.(표 3.)

표 3.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에 따른 최  변

구분 Earthquake 1 Earthquake 2 Earthquake 3 평균

최대변위(cm) 3.70 4.75 3.84 4.11

교각 상부층에서 발생하는 변  시간이력의 평균값 4.11cm는 Pushover 해석을 이용한 능력스펙트럼

법에서의 성능 을 의미한다. 동 하 과의 상호 계, 구조물의 응답에서 성력과 감쇠력의 고려 등으

로 인하여 비탄서 시간이력해석의 결과가 다소 크게 평가 되었다,

Earthquake 1 Earthquake 2 Earthquake 3

(a) 인공지진 종류에 따른 비선형시간이력 변위 응답 비교

Earthquake 1 Earthquake 2 Earthquake 3

(b) 인공지진 종류에 따른 비선형시간이력 강성 응답 비교

그림 7. 인공지진에 대한 비선형시간이력응답 비교

1225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고가교  교량 교각의 연성도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성도 내진설계법을 통하여 교각을 디자인하고 내진성능평가 방법인 비탄성 지진해석

을 통해 교각의 변  응답과 강성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1. 완 연성 개념의 내진설계보다는 소요연성도를 고려한 한정연성 설계개념의 내진설계법을 용하여 

교각을 설계하 다. 이로 인해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에 한 검증된 제안식을 통하여 합리 이면

서도 경제 인 RC 교각의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2. 역량스펙트럼 해석에서의 최 변 와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에서의 최 변 가 유사하게 평가되어 구

조물의 내진설계에 있어서 엄 한 해석을 해서는 비선형 시간해석이 요구된다. 

3. 교각 구조물이 보유하고 있는 RCapacity는 4.286이고, 설계지진하 에 해 요구되는 RDemand는 0.972이

므로 지진하 에 하여 충분한 에 지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비탄성 지진해석을 통한 내진성능평가는 교각 구조물의 보유능력과 요구수 을 상 할 수 있다.

5. 기존 구조물의 내진 성능에 한 평가나 신설 구조물의 성능목표에 한 정량 인 검증에 효율 인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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