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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lements of typical bridges are superstructure, connections, substuctures and foundations and earthquake resistance is 

decided with the failure mechanism formed by substuctures and connections. Therefore earthquake resistant desig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basic design step where design strengths, e.g. design sections for structural elements are determined. The Earthquake 

Resistant Design Part of Korean Roadway Bridge Design Code provides two basic design procedures. The first conventional 

procedure applies the Code-provide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 The second new procedure is the ductility-bas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where designer can determine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 In this study, basic designs including the two 

design processes are carried out for a typical bridge and supplements are identified in view of providing earthquake resistance.

Keywords : typical bridges, earthquake resistance, basic design step,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 ductility-bas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1-629-6075; E-mail: skkook@pknu.ac.kr

Received September 20 2012; Revised October 16 2012;

Accepted October 17 2012

Ⓒ 2013 by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교량 내진설계의 목 은 지진시 붕괴방지수 , 즉 낙교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진성능은 교량구조의 괴메카니

즘 검토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교량은 상부구조, 연결

부분, 하부구조  기 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구조와 기 의 

항복은 낙교를 유발하여 허락되지 않으므로 괴메카니즘은 

하부구조와 연결부분의 항복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하부구조

(교각기둥)의 항복이 우선하는 경우는 기둥 단부구역이 소성

힌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 연성 괴메카니즘(Ductile Failure 

Mechanism: DFM)을 구성하여 낙교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부분의 항복이 우선하는 경우는 상부구조의 이탈을 

유발하는 취성 괴메카니즘(Brittle Failure Mechanism; 

BFM)이 되므로 단키와 같은 장치로 낙교는 방지할 수 있

으나 상부구조의 손이 상되어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

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설계편은 기본 으로 연성 괴메카니

즘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설계기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2010) 내진설계편은 최근개정에서 다음

과 같은 새로운 규정  설계방식을 도입하 다. 새 규정은 

1) 괴메카니즘 검토에 요구되는 철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의 

항복범 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과 2) 연결부분의 설계지진

력 결정에 한 부분이다. 항복범 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

은 국내의 시공환경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항복강

도를 측정한 연구결과(Lee et al., 2005)를 바탕으로 제시

한 과강도(overstrength) 결정식에 련된 조항이다. 연

결부분의 경우는 탄성지진력과 교각기둥의 휨 과강도로 구

한 단력  작은 값으로 설계지진력을 결정하도록 개정한 

규정이다. 부록으로 도입된 설계방식은 내진설계편의 응답수

정계수를 용하는 기존 설계방식과 달리 설계자가 응답수정

계수를 결정하여 용할 수 있는 연성도 내진설계 방식(Lee 

et al., 2002)으로 철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을 하부구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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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conventional design

Fig. 2 Flow chart of ductility-based design

(a) Modelling (b) bearing arrangement(actuality/model)

Fig. 4 Spectrum analysis model

(a) Longitudial view

(b) Section view

Fig. 3 Analysis bridge

는 일반교량에 용한다. 연성도에 한 연구로는 주철근 겹

침이음의 향에 한 연구(Kim et al., 2003; Chung et 

al., 2003)와 심부구속철근량에 한 연구(Park et al., 

2005; Sun et al., 2009)가 있다.

내진설계편에 제시된 기존 설계방식은 해석방법으로 제시

한 탄성해석법(스펙트럼해석법)으로 탄성지진력을 산정하고 

하부구조와 연결부분의 작용력에 응답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를 용하여 설계강도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수행, 하부구조가 연결부분보다 먼  항복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Fig. 1의 흐름도와 같다.

부록으로 도입된 연성도 내진설계 방식은 교각기둥의 설계

변경없이 탄성해석결과로 구한 교각기둥의 작용력과 설계강

도로부터 소요 응답수정계수 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심부구속철근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Fig. 2의 흐름도와 같다.

설계자는 기존 설계방식 는 연성도 내진설계 방식을 선

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설계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내진성능

은 확보되어야 한다. 한 연성도 내진설계 방식은 교각기둥

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부구조의 과다설계라는 

설계 행과 연 되므로 이 부분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을 하부구조로 

하는 일반교량을 선정하고, 교각기둥 단면을 순차 으로 감

소한 4개의 상교량에 기존 설계방식과 연성도 내진설계 방

식을 모두 용하 다. 이와 같은 기본설계로 동일한 교량에 

서로 다른 두 설계방식을 용한 설계결과가 내진성능 확보

의 에서 제공하는 차별성을 비교/검토하고, 두 설계방식

의 선택에서 설계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 다.

2. 상교량  설계조건

상교량으로 선정한 일반교량은 Fig. 3에 제시한 (a) 종

단면도  교각 치에서의 (b) 횡단면도와 같다. 상부구조는 

2연 강상자형이고, 하부구조는 형 콘크리트교각인 총연장 

100m(30+40+30)의 연속교로 강상자형은 폭 2300mm 

높이 2300mm의 일정단면이고, 하부구조의 교각기둥은 원

형단면(1.8m, 1.6m, 1.4m, 1.2m)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강상자형에 사용한 강재는 SM490이고, 콘크리트는 상  

27MPa, 하부구조 24MPa이며, 사용철근은 상  SD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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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ode

no.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period(s)

modal

participation

factor (%)

(-)
period

(s)

modal

participation

factor (%)

(-)

1.8

1 0.83 86.0 0.251

3 0.31 79.8 0.484 (>0.385)

7 0.19 7.8 0.671 (>0.385)

12 0.12 11.6 0.912 (>0.385)

1.6

1 1.03 88.9 0.217

3 0.34 81.9 0.455 (>0.385)

5 0.23 7.1 0.591 (>0.385)

12 0.12 11.6 0.912 (>0.385)

1.4

1 1.33 90.7 0.183

3 0.39 83.5 0.415 (>0.385)

4 0.29 6.4 0.506 (>0.385)

16 0.12 11.6 0.912 (>0.385)

1.2

1 1.80 92.1 0.150

3 0.45 84.4 0.378

4 0.38 5.8 0.423 (>0.385)

13 0.12 11.5 0.912 (>0.385)

Table 1 Modal analyses results

하부구조 SD300이다. 연결부분은 각 강상자형에 2개를 배

치한 강재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펙트럼해석에 사용한 범용구조 해석 로그램은 Midas/ 

Civil(Midas IT, 2004)이고 3차원 해석모델(Kook et al., 

2002)은 Fig. 4(a)와 같다. 상부구조의 심 치에 상  

이트 요소와 강상자형 보요소를 모델링하고, 연결부재(강

상자형 보요소와 강재받침   강재받침 과 캡빔 보

요소)는 무한강성요소를 사용하 으므로, 강재받침 배치의 

실제와 모델링은 Fig. 4(b)와 같이 구성된다. 강재받침의 수

평방향 고정/가동 기능에 의한 탄성지진력은 강재받침 치

에서 연결되는 상/하 연결부재의  간에 구속방향 단면력

만을 달하도록 모델링하여 산정하 다. 교각하부(기 상

부)는 고정단, 교 는 강재받침의 지 으로 경계조건을 설정

하 다.

설계조건으로는 지진구역Ⅰ, 내진Ⅰ등 교, 지반종류Ⅱ를 

설정하 다. 지진구역Ⅰ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0.11과 내

진Ⅰ등 교에 용하는 평균재 주기 1000년에 해당하는 

험도계수 1.4에 의해 산정한 가속도계수() 0.154, 지반종

류Ⅱ에 해당하는 지반계수() 1.2를 용하 다.

3. 기본설계

3.1 모드  스펙트럼해석

상교량의 모드해석결과 교축  교축직각방향 차모드

의 주기, 질량기여도  탄성지진응답계수()는 Table 1과 

같다. 는 내진설계편 6.5.2 (1)에 제시된 식 (1)로부터 

산정하며, 는 모드해석으로 결정되는 교량의 주기이고, 

의 최 값은 0.385이다.

  


≤   (1)

교각기둥의 단면감소로 인해 주기는 증가하고 교축방향의 

경우 는 60%(0.150 / 0.251)로 감소되지만 교축직각방

향은 최 값으로 인해 차이가 없다. 교축방향  교축직각방

향 스펙트럼을 각각 용하여 해석한 결과로부터 구한 탄성

지진력(직교지진력)은 지진하 의 방향과 두 직교축의 방향

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하 경우 1과 2

로 구분한다:

∙하  경우 1 : 교축방향 직교지진력 100% + 교축직각

방향 직교지진력 30% 

∙하  경우 2 : 교축방향 직교지진력 30% + 교축직각

방향 직교지진력 100%

설계지진 시 작용력은 두 하 경우와 사하 을 조합, 하

조합 1과 2(Load Case 1 & 2 ; 이하 LC1, LC2)를 구성

하여 결정하며 상교량의 경우 교각기둥과 강재받침의 작용

력은 고정단이 설치되어 있는 교각 P1에서 Table 2와 같이 

산정되었다. 교각기둥의 단면감소로 인해 휨모멘트는 교축

방향의 경우 60.0%(8525 / 14226), 교축직각방향의 경우 

63.5%(3876 / 6107)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결정한 작용력(Table 2)을 바탕으로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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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oad

case

structural 

member

orthogonal

seismic force
action

force
longitudinal transverse

1.8

LC1
steel bearing(kN) 682 421 801

pier column(kN·m) 14170 1268 14226

LC2
steel bearing(kN) 255 1382 1405

pier column(kN·m) 4488 4008 6107

1.6

LC1
steel bearing(kN) 595 394 714

pier column(kN·m) 12352 1195 12410

LC2
steel bearing(kN) 216 1311 1329

pier column(kN·m) 3902 3843 5476

1.4

LC1
steel bearing(kN) 502 358 616

pier column(kN·m) 10400 1057 10454

LC2
steel bearing(kN) 181 1189 1203

pier column(kN·m) 3285 3414 4737

1.2

LC1
steel bearing(kN) 410 295 505

pier column(kN·m) 8481 864 8525

LC2
steel bearing(kN) 147 979 990

pier column(kN·m) 2677 2804 3876

Table 2 Action force(Elastic seismic force)



(m)

load

case

action force

(kN·m)



(-)

design seismic 

force(kN·m)

nominal strength

(kN·m)

design strength

(kN·m)


(-)



(-)

overstrength

(kN·m)

1.8
LC1 14226 3 4742 10410 10410 1.367 1.318 13724

LC2 6017 5 1203 10410 10410 0.578 1.279 13313

1.6
LC1 12410 3 4137 6880 6880 1.804 1.340 9221

LC2 5476 5 1095 6880 6880 0.796 1.290 8874

1.4
LC1 10454 3 3485 4655 4655 2.246 1.362 6341

LC2 4737 5 947 4655 4655 1.018 1.301 6056

1.2
LC1 8525 3 2842 3156 3156 2.701 1.385 4371

LC2 3876 5 775 3156 3156 1.228 1.311 4139

Table 3 Design seismic force, design strength and overstrength

편 6.3.4 은 다음 두 설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6.3.4 (1) : 표 6.3.7의 응답수정계수()를 용하는 

경우 6.8.3.4 의 소성힌지를 형성하기 한 심부구속

철근 배근(기존 설계방식)

∙6.3.4 (2) : 6.8.3.4 의 소성힌지를 형성하기 한 심

부구속철근을 배근하지 않는 경우 부록 I의 연성도 내진

설계를 용하고 표 6.3.7의 응답수정계수()는 용

하지 않음(연성도 내진설계)

두 설계방식의 차이는 교각기둥의 단면변경  심부구속철

근량의 산정이다. 교각기둥의 단면변경은 4개의 상교량에

서 반 되므로 심부구속철근량을 결정하기 한 나선철근비 

한 4개 상교량에 두 설계방식을 모두 용하여 산정/비

교하 다.

3.2 나선철근비에 의한 심부구속철근 설계

연성도 내진설계는 탄성해석으로 구한 작용력(Table 2)으

로부터 소요 응답수정계수 , 소요 변 연성도 , 소요 

곡률연성도 를 산정하고 이로부터 연성도에 상응하는 나선

철근비 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수행한다. 는 식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

여기서, 은 하 조합에 의한 기둥의 탄성지진력, 은 

내진설계편 6.8.2.4의 규정에 의한 기둥의 설계강도이다. 교

각기둥의 공칭강도 은 P-M상 도(Lee, 1999)에 의해 

결정하고 은 내진설계편 6.8.2.4 (1)의 강도감소계수 

1.0을 용하므로 공칭강도와 같다. 교각기둥의 과강도

는 공칭강도(46550kN·m)에 과강도계수 (내진설계편 

6.8.2.5 (5) ②에 의해 식 (3))를 용하여 산정하 다.

   (3)

여기서, 은 설계에 용된 실제 응답수정계수(실제 )로 

와 동일하며, 작용력/설계강도 비이므로 와 과강도

는 각 하 조합에 해 산정된다. Table 3은 교각기둥의 설

계지진력, 설계강도  과강도를 제시한 것으로 는 

AASHTO(AASHTO, 2004)에 제시된 과강도계수 1.3의 

0.984～1.065배 범 에서 결정되므로 큰 차이는 없다. 

 2.701인 1.2m의 경우는 기존 설계방식에서 제시한 

응답수정계수 3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기존 설계방식

에 의한 설계변경 단면이 된다. 그러나 타설계에서 요구되는 

교각기둥의 최소단면이 내진설계편의 응답수정계수로 결정한 

단면보다 큰 경우, 즉 응답수정계수를 용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 1.0 이상인 소성힌지구역의 소요 변 연성도   

최 값 는 식 (4)~(6)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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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oad

case



(s)

1.25
(s)

action 

force

(kN·m)

design

strength

(kN·m)


(-)



(-)



(-)


(m)



(-)

1.8
LC1 0.83

0.550

14226 10410 1.367 1.0 1.367 10.0 5.71

LC2 0.31 6017 10410 0.578 - - 4.5 -

1.6
LC1 1.03 12410 6880 1.804 1.0 1.804 10.0 8.51

LC2 0.34 5476 6880 0.796 - - 4.5 -

1.4
LC1 1.33 10454 4655 2.246 1.0 2.246 10.0 11.44

LC2 0.39 4737 4655 1.018 1.007 1.025 4.5 3.04

1.2
LC1 1.08 8525 3156 2.701 1.0 2.701 10.0 14.54

LC2 0.45 3876 3156 1.228 1.041 1.279 4.5 4.67

Table 4 Required displacement ductility   and required curvature ductility 



(m)



(-)



(MPa)



(MPa)


(106N)


(106mm2)


(cm2)



(-)



(-)



(-)



(-)



(-)

1.8 5.71

24 300

3.273 2.545 381.2 0.0150 2.143 0.737 0.00050 0.00059

1.6 8.51 3.116 2.011 308.4 0.0153 5.150 0.737 0.00053 0.00296

1.4 11.44 2.960 1.539 233.1 0.0151 8.643 0.737 0.00051 0.00459

1.2 14.54 2.773 1.131 174.2 0.0154 12.895 0.737 0.00054 0.00662

Table 5 Confinement steel ratio 



(m)



(MPa)



(MPa)


(10

6
mm

2
)


(10

6
mm

2
)


(-)

(-)

(6.8.10) (6.8.11) Table 5

1.8

24 300

2.545 2.164 1.176 0.0063 

0.0096

0.00059

1.6 2.011 1.674 1.201 0.0072 0.00296

1.4 1.539 1.247 1.234 0.0084 0.00459

1.2 1.131 0.882 1.282 0.0101 0.00662

Table 6 Confinement steel ratio (7cm bar cover)

    (4)

  
 





  

    ≥ 

(5)

   ≤  (6)

여기서, 은 변 연성도-응답수정계수 상 계수, 는 통

제주기(지반종류 II의 경우 0.44 ), 는 주축방향 1차모드

의 주기이다. 식 (6)에서 는 기둥 길이, 는 고려하는 방

향으로의 단면 최  두께이고, 4개 상교량의 경우 교축방

향  10m, 교축직각방향  4.5m(기둥 순높이의 1/2 

: Fig. 3)에 의해 는 5.0이다. 소요 곡률연성도 는 

식 (7)로 결정되며 4개 상교량의 , 는 Table 4에 제

시한 바와 같이 교각기둥의 단면감소에 따라 와 마찬가

지로 증가한다.

 
 

 

  
 

(7)

나선철근비 는 식 (8)～(11)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기둥의 계수축력, 는 축방향철근의 설계기  항복강도, 

은 기둥의 축방향철근비()다. 상교량(  )의 

경우 는 Table 5와 같이 교각기둥의 단면감소에 따라 증

가한다. 

     


 (8)

   


  (9)

  


      (10), (11)

기존 설계방식에서 심부구속철근량을 결정하기 한 나선

철근비 는 내진설계편 6.8.3.4에 따라 식 (12)과 (13)으

로부터 큰 값으로 결정한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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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oad

case

1(elastic seismic force) 2(overstrength) design

seismic force

(kN)

action force

(kN)



(-)

action force/

(kN)


(kN·m)


(m)


(kN)

1.8
LC1 801

1

801 13724 10.0 1372 801

LC2 1405 1405 13313 × 2 9.0 2958 1405

1.6
LC1 714 714 9221 10.0 922 714

LC2 1329 1329 8874 × 2 9.0 1972 1329

1.4
LC1 616 616 6341 10.0 634 616

LC2 1203 1203 6056 × 2 9.0 1346 1203

1.2
LC1 505 505 4371 10.0 437 437

LC2 990 990 4139 × 2 9.0 920 920

Table 7 Design seismic force of steel bearings



(m)

steel 

bearing

action 

force

(kN)

pier 

column

over-

strength/

action 

force ratio

required

capacity

CODE

elastic

seismic

force

over-

strength

1.8 1405 2.213 3109 1405 2958

1.6 1329 1.621 2154 1329 1972

1.4 1203 1.278 1537 1203 1346

1.2 990 1.068 1057 990 920

Table 9 Required capacity of steel bearing(P1, LC2)



(m)

load

case

action

force

(kN·m)

design

strength

(kN·m)

over-

strength

(kN·m)

design 

strength

/action 

force 

ratio

over- 

strength

/action 

force

ratio

1.8
LC1 14226 10410 13724 0.732 0.965

LC2 6017 10410 13313 1.730 2.213

1.6
LC1 12410 6880 9221 0.554 0.743

LC2 5476 6880 8874 1.256 1.621

1.4
LC1 10454 4655 6341 0.445 0.607

LC2 4737 4655 6056 0.983 1.278

1.2
LC1 8525 3156 4371 0.370 0.513

LC2 3876 3156 4139 0.814 1.068

Table 8 Strength/action force ratio

(yielding range of pier column)
여기서, 는 기둥의 총단면 , 는 나선철근 외측표면을 

기 으로 한 기둥심부의 면 , 는 콘크리트 설계기  압축

강도, 는 횡방향철근의 설계기  항복강도이다. Table 6

의 산정결과는 4개 상교량의 경우 기존 설계방식에서 요구

되는 나선철근비가 연성도 내진설계에서 요구되는 나선철근

비의 각각 16.3배, 3.2배, 2.1배, 1.5배이며, 교각기둥 단

면감소에 따라 차이는 감소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3 강재받침의 설계지진력 결정

새 규정 6.4.7.1 (4)는 연결부분의 설계지진력을 교각기

둥의 최  소성힌지력과 응답수정계수를 용하지 않은 탄성

지진력  작은 값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 다. 과강도 결

정식의 도입으로 교각기둥의 최  소성힌지력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연결부분보다 교각기둥의 항복이 우선하는 연성

괴메카니즘 확보에 요구되는 설계단면력을 추가한 것이다. 

내진설계편 6.8.2.5 (4)는 캔틸 버로 거동하는 교각의 최

 소성힌지력은 교각하단의 휨 과강도를 교각의 길이로 나

어 결정하고, 다주가구에서 골조로 거동하는 방향에 해

서는 기둥 상/하단 휨 과강도의 합을 교각의 길이(기둥 순

높이)로 나 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해 

강재받침의 설계지진력을 결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상교량 모두 하 조합 2에서 결정되며 1.8m, 1.6m, 

1.4m의 경우는 탄성지진력, 1.2m의 경우는 휨 과강도에 

의해 설계지진력이 결정된다. 설계지진력으로 강재받침의 소

요용량을 결정하는 경우의 괴메카니즘은 하 조합 1, 2에 

해 교각기둥의 항복범 를 산정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4 괴메카니즘 검토

괴메카니즘의 규명은 구조부재의 항복강도 분포를 고려

하여야 하며(Kook et al., 2009) 최소  최  항복강도는 

각각 설계강도  과강도이다. 교각기둥의 항복범 를 설

계지진 시 작용력에 한 각 강도의 비로 구하고, 이를 도시

하면 괴메카니즘을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다. Table 8은 

4개 상교량의 교각기둥 항복범 를 하 조합 1, 2에 해 

산정한 결과이고, Fig. 5～8은 이를 도시한 것이다. Fig. 

5～8에 도시한 상교량의 교각기둥 항복범 는 하 조합 1, 

2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형 교각에서 교축/교축직각 

방향으로 교각기둥은 각각 캔틸 버/골조의 거동을 하므로 

기둥단부에 발생하는 탄성지진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연성 괴메카니즘을 확보하기 해서는 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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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ilure mechanism(1.8m) Fig. 6 Failure mechanism(1.6m)

Fig. 7 Failure mechanism(1.4m) Fig. 8 Failure mechanism(1.2m)



(m)

pier column(LC 1)
required capacity of steel 

bearing(LC 2, kN)
(-)

action force

(kN·m)



(-)

design seismic 

force

(kN·m)

design

strength

(kN·m)


(-)

design

seismic force
DFM

conventional

design

ductility

-based

design

1.8 14226

3

4742 10410 1.37 1405 3109

0.0096

0.00059

1.6 12410 4137 6880 1.80 1329 2154 0.00296

1.4 10454 3485 4655 2.25 1203 1537 0.00459

1.2 8525 2842 3156 2.70 920 1057 0.0101 0.00662

Table 10 , required capacity of steel bearing and confinement steel ratio

합 2에서 강재받침의 설계강도/작용력 비가 교각기둥의 과

강도/작용력 비보다 크도록 소요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1.8m의 경우: 1405×2.213=3109). Table 9는 이와 같이 

결정한 소요용량과 Table 7에서 산정한 강재받침의 설계지

진력(음 부분)을 비교한 것이다.

Fig. 5～8에 Table 9의 세가지 방법, 즉 연성 괴메카니

즘, 탄성지진력  휨 과강도로 결정한 강재받침의 설계강

도/작용력 비를 각각 교각기둥 항복범 (하 조합 2)의 상

한, 실선  선으로 표기하고, 한 기존 설계방식에서 결

정되는 교각기둥의 설계지진력에 상응하는 강도/작용력 비 

(0.33), (0.20)을 표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성 괴메카니즘과 휨 과강도로 결정되는 강재받침의 

소요용량은 실제 으로 동일한 값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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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법에 의한 값과 탄성지진력으로 결정한 소요용량과

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교각기둥의 단면

감소에 따라 감소하며 1.2m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상교량 모두 하 조합 1은 강재받침의 소요용량을 어

떠한 방법으로 결정해도 연성 괴메카니즘을 구성하나 

하 조합 2는 탄성지진력을 기 으로 소요용량을 결정

하면 연성 괴메카니즘이 확보되지 않는다.

상교량에 두 설계방식을 모두 용한 설계결과, 즉 하

조합 1에서 결정되는 교각기둥의 소요 응답수정계수, 하 조

합 2에서 결정되는 강재받침의 소요용량  나선철근비를 

Table 10에 정리하 다.

이와 같은 설계결과의 비교로부터 설계자가 설계방식을 선

택하기 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설계방식의 용 시 타설계에서 요구되는 교각기둥

의 최소단면으로 인해 내진설계편의 응답수정계수를 만

족할 수 없는 경우, 즉 교각기둥 단면의 설계변경이 제

한되는 경우는 실제 응답수정계수에 의한 설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연성도 내진설계는 

하부구조의 과다설계라는 설계 행의 검토를 수행하여 

과다한 작용력으로 강재받침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방

지해야 한다.

∙연성 는 취성 괴메카니즘에 한 심부구속철근 는 

낙교방지 책( 단키 등)을 제시하기 해서는 괴메카

니즘 검토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내진설계편에서 요구

되는 강재받침의 설계지진력으로 소요용량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괴메카니즘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설계방식의 나선철근비는 4개 상교량에서 거의 

일정한 값이다. 나선철근비는 체 비이므로 단면감소에 

따라 심부구속철근량은 감소하지만 배근면 이 감소하므

로 시공성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성도 내진

설계의 나선철근비가 기존 설계방식에 비해 낮은 것은 

소요 응답수정계수 와 연 된 결과로 탄성지진력에 

해당하는 지진강도까지 요구되는 연성에 의한 값이다. 

그러나 설계스펙트럼의 결정과정, 지반종류의 비안 측 

설정  동 거동에서의 공진 상 등을 고려한다면 탄성

지진력을 과하는 지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책

이 요구된다. 한 연성도 내진설계의 나선철근비는 하

조합 1의 거동으로 산정되는 값이며 하 조합 2의 거

동과는 무 하다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결    론

도로교설계기  내진설계편은 최근 개정에서 설계자가 응

답수정계수를 결정하여 용할 수 있는 연성도 내진설계 방

식을 부록으로 도입하 으며, 한 철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의 

괴메카니즘 검토에 요구되는 항복범 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  연결부분의 설계지진력 결정에 한 새 규정을 제시

하 다. 연성도 내진설계 방식과 기존 설계방식의 차이는 교

각기둥 단면의 설계부분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을 하부구조로 하는 일반교량을 선정하고, 교각기둥 

단면을 순차 으로 감소한 4개의 상교량을 설정하여 두 설

계방식을 모두 용하는 기본설계를 수행하 다. 설계결과로 

소요 응답수정계수, 강재받침의 소요용량  나선철근비를 

제시하고 내진성능 확보의 측면에서 비교/검토하 다. 두 설

계방식의 선택에서 설계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각기둥의 단면감소에 의한 지진력의 감소는 강재받

침의 소요용량 결정  연성 괴메카니즘 구성 측면에

서 내진성능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므로 두 설계

방식 모두 타설계에서 요구되는 최소단면의 선택을 우

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내진설계편에 새로 규정된 과강도의 결정식으로 철

근콘크리트 교각기둥의 항복범 를 산정할 수 있으므

로 강재받침의 용량결정에 의해 연결부분과 하부구조

의 항복순서를 악할 수 있는 괴메카니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두 설계방식에서 산정되는 나선철근비의 차이는 하

조합 1, 2의 괴메카니즘과 연 하여 타당성이 검토

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설계결과로 확보되는 괴메카

니즘  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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