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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ar-fault ground motion (NFGM) is characterized by a single long period velocity pulse of large

magnitude. NFGM's have been observed in recent strong earthquakes, Izmit Turkey (1999), Kobe Japan (1995), Northridge

USA (1994), etc. These strong earthquakes have caused considerable damage to infrastructures because the epicenter was

close to the urban area, called as NFGM. Extensive research for the near-fault ground motion (NFGM) have been carried

out in strong seismic region, but limited research have been done for NFGM in low or moderate seismic regions because

of very few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 of near-fault ground motions on reinforced

concrete (RC) bridge piers with lap-spliced longitudinal reinforcing steels. The seismic performance of four RC bridge piers

under near-fault ground motions was investigated on the shake table. In addition, a RC bridge pier is subjected to pseudo-

dynamic loadings. Test results showed that large residual displacements were observed in RC bridge piers under NFGM.

RC specimens on the shake table failed at relatively low displacement ductility, compared with the displacement ductility of RC

bridge pier subjected to pseudo-dynamic loadings.

Keywords : near-fault ground motion, far-fault ground motion, lap-spliced, shake table, pseudo-dynamic

1. 서 론

근단층지반운동 (near-fault ground motion, NFGM)은 일

반적으로 진앙거리가 약 10 km 이내인 지역에서 관측되

는 장주기 성분의 펄스 형태를 갖는 지반운동으로서 단

층의 파열 진행 방향이 전단파의 진행방향과 일치한다.

이들 두 파가 유사한 속도를 갖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

으켜 펄스 형태의 속도파를 발생시키며 단층에 수직한

방향의 속도성분에서 큰 펄스가 발생한다.
1)
 이들 근단층

지반운동은 1994년 미국 Northridge 지진, 1995년 일본

Kobe 지진, 1999년 터키 Izmit 지진 등과 같은 강진 지

역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들 지진의 진앙이 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2)
 따라서 강진 지역

에서는 NFGM에 대하여 많은 연구
3)
가 수행되었으나 우

리나라와 같은 중저진 지역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UBC 
4)
(1997) 및 ATC 

5)
(1996)에서는 단층에서 10 km 이내

인 경우 지진규모가 6.5 이상이면 NFGM에 의한 지반운

동 증폭계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모가 7.0이 넘

는 경우에는 단층까지의 최단거리가 2 km 이내인 경우

가속도 민감구간은 1.6배, 속도 민감구간은 2.0배까지 증

폭시킴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중저진 지역에서의 NFGM

에 의한 피해는 지진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진앙에서 반

경 약 15 km 이내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

다. 최근 국내에서도 NFGM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되었

다.
6)
 따라서 이들이 발생할 경우의 피해에 대해 많은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RC 교각에 대한 내진 시험

은 축소 모형의 경우 국내에 있는 진동대 용량의 한계

및 지진에 의한 교각 상부 구조물의 관성력 구현 방법

의 어려움 등으로 수행하기 힘든 여건이 있었다. 그리고

주로 원단층지반운동 (far-fault ground motion, 이후 FFGM)

을 모형화한 준정적 (quasi-static) 혹은 유사동적 (pseudo-

dynamic) 시험으로 이루어져 왔다.
7-9)

 RC교각은 내진성

능을 위하여 충분한 연성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시험 결과는 교각의 소성힌지영역 내에 주철근의

겹침이음이 있게 되면 겹침이음부의 조기파괴가 발생함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내진설계규정은

교각의 소성힌지구간에서 주철근겹침이음을 금지하고 있

다. 한편 국내에는 1992년의 내진설계규정 도입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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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된 교각의 상당수는 소성힌지영역 내에 주철근

에 겹침이음이 시공상의 이유 등으로 시공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철근의 겹침이음을 시험변수로 가진

RC 교각의 내진성능을 근단층지반운동에 대해서 평가하

기 위해서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축력효과는 프리스트레

스에 의해 구현하였다. 교각 상부 구조물의 관성력 효과

는 Fig. 2에 보인바와 같이 별도의 관성력 프레임 장치

(inertia frame)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대 시

험중 관성력 프레임 장치가 교각 모델과 같은 변위로 움

직이도록 프레임 하단부 휠 (wheel)내부에 베어링을 설

치하여 마찰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이

를 검증하였다. 근단층지반운동은 국내에서 중규모지진

에 대해서 연구된 모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

였고, 진동대 시험 중 가력된 지반운동은 단계별로 가속

도 수준을 높이면서 시험체가 파괴에 이르도록 설정하였다.

2. 진동대 시험

2.1 RC 교각 시험체

RC 교각의 시험체의 직경과 순수 교각 높이는 각각

400 mm 및 1,400 mm로서 형상비 2.5인 휨전단파괴모드로

설계되었다. 시험체는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내진 1등

급으로 시공된 직경 1,700 mm 하갈교를 기준으로 하였으

며 Table 1의 Reno/CAU (레노대학교/중앙대학교)를 적용

하여 축소계수는 S = 4.25이다.
3)
 Table 2는 시험체의 특성

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사용된 주철근과 띠철근의 설계강도

는 300 MPa이었으나 인장실험에 의한 항복강도는 320 MPa

의 값을 얻었다. 주철근의 직경은 13 mm, 띠철근은 열가

공을 통해 제작된 직경 6 mm 이형철근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굵은골재의 최대 직경은 9 mm로 제

한하였고 별도로 배합설계된 콘크리트의 28일 설계강도

는 24 MPa이고, 3개의 공시체에서 평균 27 MPa 압축강도

를 얻었다. Table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시험변수는 주철

근 겹침이음 종류를 0%와 50%의 2가지, 2종 (진동대 및

유사동적)의 시험 방법, 및 교각 심부철근비의 3종 (0.27%,

0.45%, 1.16%)에 따른 내진, 중저진, 비내진 시험체이다.

Fig. 1은 제작된 시험체의 도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각

상부 구조물의 중량에 의한 축방향력으로서 0.1fckAg를 도

입하였다. 이는 교각 시험체를 제작할 때 단면의 중심에

쉬스관을 배치하여 시험 직전에 2가닥의 직경 8 mm 강

연선을 이용하여 포스트텐션으로 압축력을 도입하였고 그

크기를 로드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험 셋업의 타당성

을 확인하고 몇 가지 형태의 지반운동에 의한 거동을 살

펴보기 위해서 시험 초기에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2.2 시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일축진동대 시험으로 크기가 5 m × 3 m

Table 2 Characteristics of RC bridge pier specimen

Design

method
Specimen

Diameter, D 

height, H (mm)

Longitudinal steel Transverse steel

Test methodSectional

ratio (%)

Lap spliced ratio

(Lp = 300 mm) (%)

Volumetric confinement

steel ratio (%)

Spacing (mm)

PHR
1)
/NPHR

2)

Non-seismic RC-N-SP50-S

D = 400

H = 1,400

16D13

=1.61

50 0.27 130/130 Shaking

Limit-ductile

RC-L-SP00-S 0

0.45 70/100

Shaking

RC-L-SP50-P
50

Pseudo-

dynamic

RC-L-SP50-S Shaking

Seismic RC-S-SP50-S 50 1.16 30/60 Shaking

1)PHR=Plastic hinge region, 2)NPHR=Non plastic hinge region

Table 1 Scale factor 

Unit Pseudo-dynamic Reno
1)

/ CAU
2)

Berkeley
3)

L (length) S S S

A (acceleration) 1/S 1 1

T (time) S

Area S
2

S
2

S
2

K (stiffness) S S S

Stress 1 1 1

Force S
2

S
2

S
2

Mass S
3

S
2

S
2

1) Reno = University of Nevada, Reno

2) CAU = Chung-Ang university

3)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i S⋅

P
------------- S

Fig. 1 Specimen of RC bridge p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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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최대 시험편 중량 0.3 MN이 가능한 진동대를 사용

하였다. 진동대의 최대 허용 모멘트의 크기는 0.5 MN·m,

최대 변위는 ±100 mm로서 제작된 교각 시험체를 가력

할 수 있는 최대 가속도는 1.0 g 정도로 조사되었다. 따

라서 지진에 의한 교각 상부 중량의 관성력 효과를 구

현하기 위하여 진동대 위에 직접 중량을 올리지 않고 상

부 구조물의 중량에 의한 횡방향 관성력 효과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Fig. 2에 보인

것처럼 별도의 관성력 프레임을 제작하였으며, 관성력 프

레임 장치는 시험체와 힌지로 연결하였다. 또한, 사용한

15.9초 동안의 최대 지반가속도가 0.4 g인 근단층지반운

동은 Fig. 3과 같다. 진동대 시험 동안 가력된 일련의 지

반운동들은 0.0627 g, 0.0803 g, 0.11 g, 0.154 g, 0.22 g, 0.3 g,

0.4 g, 0.5 g, 0.6 g, 0.7 g, 0.8 g, 0.9 g의 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갖는 12종의 근단층지반운

동을 사용하였다. Fig. 2 및 Photo 1은 시험체 셋업 전경

및 진동대 시험의 수행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3 관성력 프레임 검증

지진이 발생할 때 교각의 상부 구조물 중량은 교각 상

단에 연직력을 발생시킴은 물론 횡방향 관성력을 발생시

킨다. 이들 연직력과 횡방향 관성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진동대 시험 동안 시험체 상단에 직접 상부 구조물

의 중량에 해당하는 물체를 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동대의 용량 제한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각시험

체 위에 중량물을 직접 올리지 않고 Fig. 2와 같이 횡방

향 관성력은 관성력 프레임 장치의 중량으로 연직력은

교각 내부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고려하였다.

따라서 진동대 시험 동안 횡방향 관성력이 적절히 반

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초기에 횡방향

관성력 프레임 장치가 교각 부재와 함께 동시에 움직이

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횡방향 관성력 프레임 장치의 하

부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재 바퀴 내에 볼 베

어링을 설치하였고 또한 프레임의 레일면과 바퀴면 사이

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윤활유를 도포하였다. 검증 시

험은 진동대를 통하여 정적 단계별 변위제어하중을 관성

력 프레임에 작용시키어 마찰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마

찰계수 µ는 F = µ·M으로 계산 하였으며 여기서 F값은

로드셀 (load cell)로 받은 하중값이고 M (294.3 kN)은 관

성력 프레임 장치의 총 중량이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마찰계수는 RC-S-SP50-S, RC-L-SP50-S, RC-N-SP50-S

각각 0.01, 0.013, 0.009 수준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

되어 횡방향 관성력이 진동대 시험 수행할 때 적절히 반

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Schematic sketch for shaking test of RC bridge pier

Photo 1 Test set up 

Fig. 3 Near-fault ground motion (0.4 g)
Fig. 4 Frictional coefficient of lateral inertia frame for specimen

RC-S-SP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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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결과

진동대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 거동에 대

한 평가 및 분석을 위하여 교각의 손상도에 따른 강성

저하도, 고유진동수, 변위 연성도 및 감쇠비 등을 분석

하였다. 진동대 시험을 할 때 진동대가 가진할 수 있는

최대 지반가속도를 갖는 근단층지반운동을 가력한 후에

도 시험체가 파괴되지 않으면 2.0 Hz의 정현파를 시험체

가 파괴될 때까지 가진하여 주요 내진 성능 평가를 수

행하였다. 한편, 내진 성능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른 내

진 성능 시험 방법들인 유사동적시험 결과와의 비교도

함께 수행하였다. 

3.1 하중 - 변위 곡선

근단층지반운동으로 사용한 지반운동이 중규모 지진에

대해서 생성된 것으로 0.0627 g, 0.0803 g, 0.11 g, 0.154 g,

0.22 g, 0.3 g, 0.4 g, 0.5 g, 0.6 g, 0.7 g, 0.8 g, 0.9 g까지 12 종

의 지반운동을 가진하였다. Fig. 5는 3기의 주철근이 겹

침이음된 내진, 한정연성, 비내진 시험체와 1기의 주철

근이 겹침이음되지 않은 한정연성 시험체의 횡방향 하중

-변위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Fig. 5(a), (b), (c)는 겹침이

음된 시험체로 최대변위 크기가 내진, 한정연성, 비내진

순으로 연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5(d)는 주철

근 겹침이음이 없는 시험체로서 겹침이음이 있는 시험체

Fig. 5(b)보다 내진 성능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6은 12종의 근단층 지반운동을 통한 유사동적

시험의 겹침이음 한정연성 시험체의 하중-변위 이력 거

동 및 시험 종료 후의 힌지구간의 파괴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시험이 종료된 후 큰 크기의 잔류변형이 발생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사동적 시험보다 진동대 시

험이 연성능력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3.2 변위연성도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성능을 평가,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변위연성도로서 이는 항복변위에 대한

극한변위의 비 (µ∆ = ∆u / ∆y)로 정의된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하중-변위 곡선에서 항복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

에 항복변위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ig. 7과 같이 하중-변위 곡선 상에서 최대

횡력 Vmax를 지나는 수평선과 원점에서Vmax의 75%에 해

당하는 횡력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을 항복변위로 결정

Fig. 5 Lateral load-displacement response during the shaking table test

Fig. 6 Lateral load-displacement response during the Pseudo

dynam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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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극한변위는 0.85 Vmax때의 변

위로 정의하여 변위연성도를 구하였다.

Fig. 8의 하중-변위 포락곡선과 Table 3의 변위연성도

결과를 통해서 진동대 및 유사동적시험의 시험 방법에

의한 변위연성도, 주철근 겹침이음 유무에 따른 변위연

성도 그리고 횡방향 철근비에 따른 변위연성도를 분석하

여 교각 시험체의 내진성능을 분석하였다. 50%의 주철

근이 겹침이음된 진동대 시험체의 경우 RC-L-SP50-S)에

는 겹침이음이 없는 시험체 RC-L-SP00-S)보다 변위연성

도가 0.3배 정도 감소함을 보였다. 주철근이 겹침이음된

시험체의 진동대 시험에 의한 결과는 해당되는 시험체의

유사동적시험에 의한 결과보다 극한변위가 0.56% 감소

하여 0.62% 작은 변위연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

사동적시험을 수행할 때는 감쇠비를 5%로 일정하게 입

력하였으나, 진동대 시험은 시험체에 발생하는 손상도에

따라 감쇠비는 증가하므로 연성도가 더 작게 나온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3.3 손상도에 따른 고유진동수, 감쇠비 및 강성저하 

Table 4와 Figs. 9~11에서 보인바와 같이 3종 (0.0627 g,

0.4 g, 0.9 g)의 근단층지반운동하의 시험체의 고유진동수

는 가속도 응답곡선에 대한 FFT (fast fourier transform)

해석 결과로부터 구하였고 Table 4는 12종의 근단층지반

운동하의 4기 시험체의 고유진동수, 감쇠비, 강성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감쇠비는 Fig. 12와 같은 하프파워밴드위

스방법 (half-power Bandwidth method)의 이론에 근거하

여 산출하였다. 

Table 3 Displacement ductility

Specimen
Yield Ultimate

Displacement ductility
Force (KN) Disp (mm) Force (KN) Disp (mm)

RC-N-SP50-S
103.28

−92.83

12.52

−15.39

117.05

−105.21

28.78

−39.12

2.05

2.54

RC-L-SP50-S
99.6

−103.9

11.13

−13.37

112.87

−117.75

36.43

−45.78

3.27

3.42

RC-L-SP50-P
93.44

−89.76

12.25

−13.59

105.9

−101.73

64.22

−63.13

5.24

4.65

RC-L-SP00-S
90.99

−86.68

11.88

−11.05

103.12

−98.24

48.04

−43.55

4.04

3.94

RC-S-SP50-S
95.905

−98.363

10.09

−12.81

108.69

−111.48

31.81

−55.41

3.15

4.33

Fig. 7 Definition of displacement ductility

Fig. 8 Envelope curves of lateral load-displacement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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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PGA

(g)

RC-N-SP50-S RC-L-SP00-S RC-L-SP50-S RC-S-SP50-S

(1) (2) (3) (1) (2) (3) (1) (2) (3) (1) (2) (3)

0.0627 3.61 1.31 2.29 3.72 1.33 1.85 3.61 1.3 2.05 3.61 1.02 2.60

0.0803 3.61 1.42 2.05 3.72 1.33 1.43 3.61 1.38 1.91 3.61 1.15 2.32

0.11 3.61 1.22 1.67 3.72 1.30 1.42 3.61 1.37 1.86 3.61 1.20 1.81

0.154 3.61 2.48 1.46 3.72 1.05 1.20 3.61 1.15 1.28 3.61 1.08 1.27

0.22 2.83 1.88 0.99 2.92 2.90 0.98 2.83 2.59 1.02 2.83 2.18 1.01

0.3 2.54 3.33 0.97 2.21 6.68 0.82 2.54 3.84 0.73 2.44 6.73 0.84

0.4 2.15 7.80 0.78 2.21 6.57 0.74 2.15 9.39 0.54 2.15 6.10 0.61

0.5 2.15 6.67 0.66 2.21 6.57 0.66 2.15 6.03 0.53 2.15 5.24 0.54

0.6 2.05 9.57 0.56 2.21 8.17 0.53 2.15 4.83 0.44 2.15 7.44 0.45

0.7 2.05 16.15 0.51 2.11 6.73 0.46 2.15 9.22 0.41 2.15 7.72 0.41

0.8 1.56 2.97 0.46 2.11 8.29 0.43 2.15 9.17 0.40 2.15 9.14 0.40

0.9 1.56 3.30 0.45 2.11 7.75 0.35 2.15 9.75 0.38 2.15 7.42 0.37

*(1) = Natural frequency (Hz), (2) = Damping ratio (%), (3) = Stiffness degradation

Fig. 9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specimen RC-N-SP50-S in terms of PGA's

Fig. 10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specimen RC-L-SP50-S in terms of PGA's

Fig. 11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of specimen RC-S-SP50-S in terms of P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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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은 RC-S-SP50-S의 강성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진동대 시험체는 PGA0.2 g~0.5 g구간에서 큰 강

성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험 결과로 PGA

가 커질수록 시험체가 손상도가 커지고 강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험체 RC-N-SP50-S, RC-L-SP50-

S, RC-S-SP50-S의 고유진동수 (natural frequency)는 0.0627 g

에 비해 0.9 g에서 각각 56%,, 40%, 41% 감소하며, 감쇠

비 (damping ratio)는 7.3배, 7.5배, 7.3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4 에너지소산

Fig. 14와 Table 5로부터 시험체가 12종의 근단층 지반

운동하에서는 유사동적 시험체가 진동대 시험체보다 더

높은 에너지 소산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주철근이 겹칩이음된 한정연성 시험체는

주철근이 겹침이음되지 않은 한정연성 시험체보다 다소

큰 에너지소산능력을 갖고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반면, 정현파를 가력하여 시험체를 파괴할 때 에너

지소산능력은 유사동적 시험체와 진동대 시험체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내진 시험체가 한정연성, 비내진

시험체보다 에너지소산능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주철근 겹침이음에 대한 결과는 파괴시에도 주철근 겹침

이음된 한정연성 시험체와 겹침이음 되지 않은 한정연성

시험체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결 론

 중소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NFGM을 받

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

동대 및 유사동적 시험을 축소모형 시험체에 대해서 수

행하였다. 주철근 겹침이음 유무, 횡방향 철근의 횡방향

구속력의 크기에 따른 진동대 및 유사동적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동대 시험 결과에 의하면 3종 (내진, 한정연성, 비

내진)의 주철근 겹침이음 50% 시험체 모두 도로교

설계기준 (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주교각의 요

구연성도 5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심부철근

비에 따라 연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PGA가 커질수록 고유진동수 (natural frequency)와

강성은 감소하며 감쇠비 (damping ratio)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진동대 시험체보다는 유사동적 시험체, 비내진 시

험체보다는 내진 시험체의 에너지소산능력이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철근이 겹칩이음이 있는 한

Table 5 Cumulative dissipation energy

PGA RC-N-SP50-S RC-L-SP00-S RC-L-SP50-S RC-S-SP50-S RC-L-SP00-P RC-L-SP50-P

0.11 g 228.3 210.8 240.3 239 745.1 761.3

0.3 g 2479.7 2126.4 2371.5 2403.9 6335 6386.6

0.6 g 12933.7 11847.2 12843.6 13390.9 22824.5 23248.7

0.9 g 28878.8 29917.1 32645 34061.6 45667.5 49567.8

Final 64285.6 108053.8 105901 202980.6 144901.3 144579.1

(Unit : kN.mm)

Fig. 12 Half-power (Band-Width) method

Fig. 13 Stiffness degradation

Fig. 14 Dissip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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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성 시험체와 겹침이음이 없는 한정연성 시험체

의 에너지소산능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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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단층지반운동 (near fault ground motion, NFGM)은 일반적으로 진앙거리가 약 10 km 이내인 지역에서 관

측되는 장주기 성분의 펄스 형태를 갖는 지반운동으로서 단층의 파열 진행 방향이 전단파의 진행방향과 일치한다. 이

들 두 파가 유사한 속도를 갖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키어 펄스 형태의 속도파를 발생시키며 단층에 수직한 방향의

속도성분에서 큰 펄스가 발생한다. 강진 지역에서는 NFGM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저

진 지역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NFGM에 대한 모델링을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발생할 경

우의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RC 교각에 대한 내진 실험은 축소 모형의 경

우 국내에 있는 진동대 용량의 한계 및 지진에 의한 교각 상부 구조물의 가속력 구현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수행하기

힘든 여건이 있었다. 그리고 주로 원역지진지반가속도 (far fault ground motion, 이후 FFGM)를 모형화한 준정적 (Quasi-

static) 혹은 유사동적 (Pseudo-dynamic) 실험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RC교각은 내진성능을 위하여 충분한 연성도

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소성힌지영역 내에 주철근의 겹침이음이 있게 되면 겹침이음부의 조기파괴가 발생하게 되

어 세계 각국의 내진설계규정은 교각의 소성힌지구간에서 주철근겹침이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철근

의 겹침이음을 시험변수로 가진 RC 교각의 내진성능을 근단층지반운동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축소모형을 제작하

고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근단층지반운동, 원단층지반운동, 겹침이음, 진동대, 유사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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