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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minated rubber bearing is the most commonly used device for seismic base isolation of bridge structures. It is important to

know performanc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laminated rubber bearings. The main evaluation factors of the rubber

bearing are classified as compressive, shear and tensile behavior characteristics. The reference data of compressive and shear

characteristics are rich, but the reference data of tensile characteristics is scarce. In this study, tensile test results of the rubber

bearing with variation of shape factor and shear deformation are investigated for mechanical property. When tensile defor-

mation in normal condition is increasing, tensile cycle behavior curve becomes non-linear and tensile breaking point is 300%.

On the other hand, tensile breaking point is shear deformation condition is about 40%. Furthermore, when shape factor is

lower, tensile breaking point is decrease. This results mean that tensile breaking point is decreased in triaxial tensile defor-

mation because of cracks caused by internal void of the rubber bearings. This experimental data can be used as the reference

data of tensile characteristics for designing seismic isolation of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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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적층고무받침은 지진격리 교량에서 면진장치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진격리 설계시 적층고무받침의 성능 및 거동특성

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층고무받침의 주요 평가요소로는 압축 및 전단특성 그리고 인장특성으로 구분된다. 이

요소 중 압축특성 및 전단특성에 대한 특성실험 결과는 많으나, 인장특성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인장하중을 받는 적층형 고무받침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층고무받침의 인장시험은 형상계수 및 전단변

형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인장변형이 증가 할수록 인장이력곡선은 비선형 특성을 보이며,

단순인장시험결과 300%이상 인장변형 후 파괴되었다. 반면에 전단변형된 상태에서 인장파괴는 약 40%이상의 인장변형 후

파괴되었다. 또한 형상계수가 낮을수록 극한인장 파괴성능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무 층이 3

축 인장 받을 경우 내부공극에 의해 균열이 확장되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지진격리 구조물 설

계시 인장하중에 대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적층고무받침, 지진격리, 인장파괴, 형상계수,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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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층고무받침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로교

량에 가장 많이 적용된 교량받침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교

량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적층고무받침이 적용되고 있으며,

면진건축물이 계획되고 시공되어 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나 LNG 저장소 등과 같은 특

수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적층고무받침 실물

시험체의 제작 및 실험장비의 문제로 대다수의 연구가 이론

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적층고무받침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미국 등의 연구진에 비하면 미비한 현실이다. 그리고 적층고

무받침의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 신규 개발제품에 대한 동

특성 및 의존특성에 대한 실험이 대다수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지진격리설계에 대한 설계규정은 2005년 도로교설계기준

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설

계기준(2010)에는 지진격리장치의 성능시험평가 기준이 추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진격리장치의

설계부분은 현재 거의 전무하여 국외의 설계기준 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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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성능평

가부분 또한 지진격리장치의 기본 특성에 대한 검토만 포함

되어져 있어 실제 장기열화 및 극한성능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다.

적층고무받침 설계시 부반력(Uplift Force)에 대해서는 일

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량이나 건축물에 풍

하중이나 지진하중이 발생할 경우 부반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적층고무받침에 부반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 적층고무받침의 인장파

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적층고무받침의 부반력에 의한 거동특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Mineo Takayama(1995)는 천연고무받침의 압축 및 전단,

인장시험을 통해 각 인자에 대한 극한성능을 확인하였고,

Nishio Koji 등(1997)은 고감쇠 고무받침의 인장실험을 통해

인장변위와 항복응력을 검토하고 인장에 따른 정착볼트의 영

향을 고려하였다. Naoyuki Iwabe 등(2000)은 3가지 형태의

적층고무받침을 대상으로 인장실험을 실시하여 인장거동 특

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Ryuichi Kato 등(2003)은 천연

고무받침의 강재 보강판의 두께에 따른 인장시험 전후의 기

본특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고무를 이용한 적층고무받침을 대상으

로 고무두께 및 강재 보강판의 두께를 서로 다르게 설계하

여 형상계수(Shape Factor)의 변화에 따른 극한인장파괴 특

성을 비교하고, 적층고무받침의 전단변형에 따른 극한인장파

괴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극한인장파괴에 따른 적층

고무받침의 인장거동특성 및 파괴발생 메커니즘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2. 실험체 설계 및 실험방법

2.1 실험체 설계 및 제원

적층고무를 이용한 지진격리받침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층고무받침이 파괴에 도달하기까지의 한계특성

(Limited Characteristic)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실험

에서 사용된 적층고무받침 실험체의 종류는 일반적인 형태

의 천연고무받침(NRB) 실험체를 사용하였다. 또한 적층고무

받침 실험체에 대하여 일차형상계수(S1)와 이차형상계수(S2)

를 다르게 하여 총 6종류의 실험체를 각각의 형상변수별로

2개씩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극한인장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1은 형상계수별 적층고무받침 실험체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

다. 모든 실험체는 그림 1과 같이 외부직경은 260 mm이고,

고무와 강재 보강판의 적층 전체 높이는 98 mm로 동일하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고무와 강재 보강판 적층 상하부 양

끝단에는 35 mm두께의 단부철판을 설치하여 실험시 고정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부착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이 실험

에서 사용된 탄성고무재료의 전단탄성계수(G)는 1.2 MPa의

천연고무이다. 그리고 실험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수평전단변

형과 축 하중(Axial Load)의 조합 형태에 따라 총 2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 보인바와 같이 실험

방법 ①과 ②는 인장파괴실험 방법으로서, ①실험방법은 수

평전단력을 가력하지 않은 일반적인 단순인장파괴(Monotonic

Tensile Failure) 실험이고, ②실험방법은 수평전단력을 설계

전단변형의 4배인 4.0γ0을 미리 변형한 상태에서 인장파괴가

발생할 때 까지 인장력을 가력 하는 실험법이다. 여기서, γ

는 설계전단변형이고, σ는 압축응력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

서 전단 및 인장하중 가력은 0.01 Hz의 속도로 점진적으로

정적 가력 하였다.

여기서, S1은 고무 1층의 구속면적과 자유표면적의 비를 의

미하는 일차형상계수이고, S2는 적층고무의 직경과 고무 전체

총 두께의 비를 나타내는 이차형상계수를 의미한다. S1과 S2

는 다음의 식 (1), 식 (2)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리

고 Ds는 내부보강철판의 직경, Dh는 내부 홀의 직경, tr은

고무 한 층의 두께, n은 고무 층수를 의미한다.

(1)

(2)

또한, RU = tr× nr, ST = ts× ns이다. tr은 고무 한층의 두께이

고, ts는 강재 보강 판의 두께이다. nr과 ns는 고무와 강재

보강 판의 적층수를 나타낸다.

2.2 시험기 제원

적층고무받침 시험체의 극한인장실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압축-전단 피로시험기로

최대수직하중 2,000 kN이며, 최대 수평하중은 500 kN이다.

그리고 최대수직속도는 100 mm/sec이고, 수직방향 최대변위

는 ±100 mm이다.

2.3 실험방법 및 조건

적층고무받침 설계시 일반적으로 인장응력을 고려하지 않

는다. 그러나 교량과 같이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의 길이

비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바람이나 차량의 운행 및 급제동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부반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적층고무받침에 부반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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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층고무받침 실험체 현황

S1
S2

28 11 6

8
RU:2×15=30 RU:5×6=30 RU:10×3=30

ST:4.86×14=68 ST:13.6×5=68 ST:34× 2=68

4
RU:2×30=60 RU:5×12=60 RU:10×6=60

ST:1.31×29=38 ST:3.45×11=38 ST:7.6×5=38

그림 1. 실험체의 일반적인 단면제원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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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 적층고무받침의 인장파

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층고무받침을 형상계수에 따라

서 두 가지 형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수직인장하중을 가력

하여 파괴시 인장응력과 수직변형률을 얻었다. 인장파괴실험

은 그림 4와 같이 전단변형이 0.0γ0인 상태와 4.0γ0 상태에

서 각각 인장하중을 가력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극한인장파괴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선형(Non-linear) 특성을 나타내므로,

항복력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인장하중-변위곡선에서 접

선탄성계수에 해당하는 힘이 가해지는 점과 원점을 잇는 직

선을 긋는다. 그리고 ISO 22762(2005)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직선을 총 고무두께의 1% 크기만큼 변위축 방향으로 평

행 이동한다. 평행이동한 직선과 인장하중-변위곡선이 만나

는 점에서의 하중을 항복하중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X는 인

장변위이고, P는 인장력을 나타낸다. 또 최종 파단 후 인장

응력의 저하로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 인장파단응력 및 파괴

변형 값은 최대점인 변곡점에서 값을 취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은 상온상태인 23±2oC상태에서 수행하였다. 

3. 극한인장파괴 실험결과

3.1 극한인장파괴실험

적층고무받침에 수평전단변형이 각각 0.0γ0, 4.0γ0 부여한

상태에서 인장하중을 실험체에 가력 하여 극한인장파괴실험

을 하였다. 적층고무받침에 대한 극한인장파괴 실험결과에

따른 응력-변형률의 관계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인장실

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장응력은 약 2.0

MPa 정도에서는 거의 탄성적인 거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보다 큰 인장변형이 작용하였을 경우에는 항복한 것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인장항복 후 강성은 감소하였다. 단순인장

파괴실험에서는 고무두께의 3배 정도인 300%이상의 변형률

에서 파괴되었다. 그러나 설계전단변형의 4.0γ0 전단변형 후

인장 실험한 경우에는 초기 탄성거동 후 항복하여 총 고무

두께의 40%가량 변형 후 인장파괴 되었다. 전단변형이 없는

0.0γ0 조건에서 인장파괴실험 한 결과 형상계수에 의한 인장

응력 및 전단변형의 경향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인장

변형시 초기항복 할 때 까지는 형상계수가 높을수록 인장항

그림 2. 압축-전단 피로시험기(2,000 kN)

표 2. 압축-전단피로시험기 제원

구 분 최대하중 최대변위 최대속도

수직용량 ±2000 kN ±100 mm 100 mm/sec

수평용량 ±500 kN ±200 mm 250 mm/sec

그림 3. 인장파괴에 따른 인장력-변위 곡선

그림 4. 극한인장파괴실험 조건

표 3. 인장파괴실험 결과

항목
구분

초기항복
응력(MPa)

파괴응력
(MPa)

파괴
변형률(%)

0.0γ0
(0%)

T-28-8 2.10 8.05 396

T-28-4 2.05 8.42 441

T-11-8 1.95 7.02 415

T-11-4 1.94 8.16 406

T-6-8 1.92 6.07 405

T-6-4 1.88 6.75 416

4.0γ0
(400%)

T-28-8 2.97 4.13 51

T-28-4 2.61 3.48 57

T-11-8 2.57 3.49 55

T-11-4 2.49 2.97 45

T-6-8 2.49 2.98 44

T-6-4 1.78 2.3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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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응력 또한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초기인장항복 후 고무

가 인장 변형되어 최종 인장파괴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형상

계수가 낮을수록 인장파괴응력이 높고, 파괴변형률 또한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4.0γ0 만큼 전단변형 후 인장파괴실험에

서는 일차형상계수(S1)가 동일할 경우 이차형상계수(S2)가 클

수록 인장응력을 높게 나타났고, S2가 일정한 경우 S1이 클

수록 높은 인장응력을 보였다. 표 3은 전단변형 정도에 따

른 인장파괴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그림 5와 그림 6에서 각 그림 별 구분기호 T는 극한인장파

괴실험을 의미하고, 첫 번째 숫자는 일차형상계수, 두 번째

숫자는 이차형상계수를 의미한다.

극한인장파괴 실험결과 적층고무받침에 있어서 고무두께가

두껍고 대변위 수평변형 후 인장력을 받을 경우 낮은 인장

변형률에서도 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적층고

무받침 설계시 이차형상계수(S2)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Stevenson(1985)은 직

경이 500 mm이고, 한 층의 두께가 3.75 mm인 고무를 26

층으로 적층하여 제작한 천연고무받침(NRB)을 수평방향으로

2.0γ0 전단변형 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총 고무두께의

200%가량 변형 후 인장파괴 되었다. 또 Shigenobu 등

(1990)은 직경이 250 mm이고, 한 층의 두께가 2 mm인

고무를 6층으로 적층하여 제작한 고감쇠 고무받침(HDRB)을

대상으로 0.0γ0과 1.74γ0 조건에서 인장실험한 결과 각각

360%, 275~375% 변형 후 파괴되었다. 또한 Ryuich 등

(2003)은 3.0γ0 전단변형 조건에서 직경 500 mm이고, 한

층의 두께가 3.75 mm인 고무를 26층으로 적층하여 제작한

천연고무받침과 납 고무받침(LRB)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천연고무받침은 100~160% 변형 후 인장파괴 되었고, 납 고

무받침은 180~200%인장변형 후 파괴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

과를 토대로 그림 7과 같이 동일평면상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수평전단변형이 일정량 발생된 상태에서 인장하중을 받

을 경우에는 적층고무받침의 인장파괴시 변형률은 저감하였

다. 또한 전단변위 0.0γ0~4.0γ0 범위에서의 인장파괴 실험결

과는 그림 7과 같이 인장파괴한계의 경향을 보였으며, 인장

파괴한계선(Tlim)은 식 (3)과 같은 간편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상온상태(23±2oC)에서 실시하였고, 적층고

무받침은 온도변화에 따른 동적거동특성 변화가 크게 발생

하므로, 저온 및 고온의 경우 식 (3)을 이용하여 인장파괴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여기서, γ는 인장파괴실험 전에 미리 수평방향으로 변형시킨

전단변형률을 나타낸다.

3.2 극한인장파괴 형상

축 인장응력에 따른 파괴형상에는 형상계수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적층고무받침에 인장 축 하중이 작용하면 인

장항복(Tensile Yield) 범위 내에서는 적층고무가 탄성변형

하지만, 인장항복 후에는 인장변형이 급격히 발생한다. 이 때

적층고무받침 외부표면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

고무에서는 구속인장변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

평방향 전단변형이 없는 단순인장파괴의 경우 그림 8과 같

이 적층고무받침 끝단부에서 인장변형이 발생하여 내부고무

사이의 결합이 떨어지면서 고무 기둥형상의 형태를 보이다

가 점차적으로 고무에서 단계적으로 파단이 발생하여 결국

에는 파괴가 발생하였다. 수평전단변형 후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에는 전단변위에 의해 수평변형 방향의 단면에서 고무

의 인장변형이 비교적 크게 발생하였으며, 부등 변형이 발생

T
lim

90.25γ 405+–=

그림 5. 단순인장파괴 이력곡선 (0.0γ0)

그림 6. 전단-인장파괴 이력곡선 (4.0γ0)

그림 7. 인장파괴 실험조건에 따른 인장파괴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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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먼저 외부 고무의 찢어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두형태의 실험모두 인장에 의한 파괴 형상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였다. 또한 그림 9와 같은 고무의 인장파단면에는 공

극(Void)의 흔적이 보였으며, 공극은 파단면에 고르게 분포

되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공극은 한 층의 고무두께가 두꺼

울수록 크게 형성되고, 고무두께가 얇을수록 공극의 크기는

작게 나타났다. 

3.3 극한인장파괴 메커니즘

고무와 강재 보강판을 여러 층으로 적층한 형태의 적층고

무받침을 대상으로 극한인장파괴에 따른 파괴단면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림 9와 같이 고무표면에 분화구와 같이 움푹

파여진 형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실험체의 파단면은 마치

연성금속재료의 인장파단시 발생하는 파단면과 같은 “컵과

원뿔(Cup & Cone)”형태와 유사한 모습이다. 상기와 같은

형태는 고무파단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으며, 인장

파단면에서는 변형 중에 발생한 공극의 흔적이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형상계수가 높을 경우 그림 9(a)와 같이 공극의

크기가 0.5~3 mm 정도이나, 형상계수가 낮은 경우 그림

9(b)에 보인 바와 같이 공극의 크기가 최대 10 mm정도의

크기의 공극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공극의 형상은 Gent 등(1984)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이다. Gent는 그의 연구에서 실린더형 고무의 양면

을 접착하여 인장하중을 가하는 방법으로 고무두께의 변화

에 따른 고무내부의 균열과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무두

께가 얇을수록 내부단면에 일정한 큰 힘이 발생하여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면 중심에 큰 균

열이 발생하였다. 또 인장파단면에는 고무내부에 내포된 카

본블랙(Carbon Black)이 임계균열의 옆으로 전파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림 9와 같은 인장파단면의 형상은 고무내부에 내재되어

있던 공극에 의한 공동화(Cavitation)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3차원 공간에서 세 방향의 주응력이 동일하

고, 가력되는 힘이 인장응력이라면 파괴는 공동화에 의해 발

생 할 수 있다. 고무와 금속이 결합된 요소에 인장응력이

가해질 때 고무와 금속의 계면에 부과된 구속 때문에 이러

한 응력상태가 도달될 수 있다. 공동화 현상은 직경과 높이

의 비가 큰 고무와 금속이 결합된 원통형 시편을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인장응력이 가해진 후 공극이 갑자기 고무

내부에서 성장할 때 임계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 인장력

이 급속히 감소한다. 그 후 실험편을 조사해보면 내부에 균

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며 하중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결

국은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단 공극이 형성되면 그 이상의 소성변형률과

인장응력에 따라 공극은 성장하여 결국은 합체된다. 이와 같

은 공극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합체의 일련의 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Kobayashi 등(1964)의 연구에 의하면 공극의 체

적비가 낮다면(10% 미만) 각 공극은 독립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공극이 점차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주변

의 공극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성변형률은 공극이

그림 8. 단계별 인장파괴 형상 그림 9. 인장파괴 후 고무의 파단면 공극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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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면을 따라 집중되게 되며 불안정한 국부 네킹

(Necking)이 발생한다. 파단 경로의 방향은 응력 상태에 따

라 변한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고무재료의 단축인장 실험에서 관찰

되는 “컵과 원뿔” 파단면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킹

은 실험편의 취약부에 3축 응력 상태를 발생시켜 큰 입자에

서의 공극형성과 성장을 촉진시킨다. 더 많은 변형률이 가해

지면 공극끼리 합체가 일어나며 동전 모양의 결함이 생성된

다. 실험편의 외부 링 부분은 비교적 적은 공극이 존재하는

데, 이것은 인장응력이 중앙 부분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동

전 모양의 결함은 인장방향과 45o를 이루는 변형 띠를 발생

시킨다. 변형률 집중은 작지만 많은 인자들 내에서 공극 생

성에 필요한 충분한 소성을 제공한다. 작은 입자들은 가까이

모여 있으므로 이러한 공극이 형성되는 즉시 불안정이 일어

나게 되며, 그 결과 실험체 전체가 파단 되고 “컵과 원뿔”

형태로 나타난다. 파단면을 상세히 관찰해보면 파단면의 중

심부는 섬유상이며 외부 영역은 비교적 매끄럽다. 외부면은

인장 축에 대해 거의 45o로 기울어져 있고 미소 공극간의

합체에 대한 증거가 적어 이런 형태의 표면을 전단파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력방향과 파단면 간의 45o 각도는

파괴역학에서의 파괴모드 Mode-I인 열림(Opening)과 Mode-

II 면내전단(In-plane Shear)의 혼합하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고무재료 내부에서 공극의 생성 및 성장, 합체

그림 11. 단축인장에서 발생하는 “컵과 원뿔”파괴면의 형성

그림 12. 적층고무받침 실험체의 인장파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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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고무받침 설계시 고려하지 않은 인장파

단 기초특성을 파악하기위해 형상계수와 수평변형을 변수로

하여 인장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장파괴시 수평전단변형이 증가할수록 인장파괴변형 및

인장응력은 저하되었다. 수평전단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0.0γ0인 적층고무받침에서의 인장시험결과 순수고무두께의

10%이내의 변형률에서 항복하였으며, 이때 인장응력은 약

2.0 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항복 후에도 변형은 지

속되어 300%이상의 인장변형 후 파괴되었다. 그리고 수

평전단변형이 4.0γ0인 상태에서는 0.0γ0와 같은 단순인장

파괴 실험조건에 비해 다소 높은 약 2.5 MPa의 응력범위

에서 항복하였고, 항복 후 순수고무두께의 40%가량의 변

형 후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장항복 전까지는 탄

성 이력거동을 하지만 항복 이후의 인장변형 이력곡선은

비선형 거동특성을 보였다.

2. 적층고무받침의 인장파괴 성능에 있어서 형상계수의 영향

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상계수 변화에 따른 극

한인장파괴의 인장응력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변형은 거의

유사하고, 축 인장응력에 따른 파괴형상도 형상계수에 의한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형상계수가 높을수록 인장파

괴에 따른 초기항복응력이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었다.

3. 극한인장파괴 실험 후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파단면에는

수많은 미세한 공극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인장 파괴단면에는 공극의 흔적이 확연히 관찰되었다.

이 공극은 고무 한 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즉, 이차형상

계수가 낮을수록 공극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 인장파괴실험결과 적층고무받침에 있어서 고무두께에 따

른 형상계수는 인장파괴에 있어서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차형상계수가 낮을

경우 대변위 수평변형시 좌굴이 발생하고, 낮은 인장변형

률에서 파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시 유의해야 할것

을 판단된다. 그리고 적층고무받침 설계시에는 이차형상계

수는 최소 4.0이상으로 설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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