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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lightning arrester is performed using capacity spectrum method(CSM). Since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structure with many structural members is required to calculate many inelastic responses for several tens or 

hundreds of ground motions, simple method such as CSM is more appropriate than response history analysis(RHA). In general, 

accuracy of seismic response evaluated by CSM is less than that by RHA. In order to increase accuracy of CSM, equivalent SDOF 

method and performance point calculation technique are applied to CSM. Seismic fragility method proposed by Shinozuka et al. is 

used. In order to evaluate site effect of ground motions on seismic fragility, 60 different site classification earthquakes are selected as 

input ground motions. From the seismic fragility curves of lightning arrester evaluated by CSM and RHA, it can be observed that 

the seismic fragility curves evaluated by CSM are very similar to those by RHA. Also, it can be observed that main seismic failure 

mode of lightning arrest is bushing br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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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화와 산업화가 속히 진행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

서의 지진발생은 그 피해가 범 하고 장기간에 걸쳐 직·간

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강진이 자

주 발생하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국의 황에 

합한 구조물별로 지진취약도 함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강진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피해를 추정

하기 한 기술의 확보와 이를 유지하기 한 책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진취약도 함수를 개

발하기 한 기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자료가 축 되

고 용되기 가지 상당한 시일과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응답이력해석(response history analysis, 기존

의 시간이력해석)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해석은 실제 인 지

진응답을 비교  정확하게 평가하는 장 이 있지만, 복잡한 

구조물에 한 비선형 동 해석 시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이 

단 으로 알려져 있다. 

역량스펙트럼 방법(capacity spectrum method)은 비탄

성 정 해석(pushover analysis)에 의하여 구조물의 비탄

성 변형능력을 나타내는 역량곡선(capacity curve)과 설계

지진하 에 응하는 응답스펙트럼인 요구도 곡선을 하나의 

그래 로 나타내어, 설계지진하 에 해 구조물에 부과되는 

최 응답을 역량곡선과 요구도 곡선의 교차 인 성능 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으로 성능-기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

는 방법이다(Song, 2004; Song et al., 2009). 역량스펙

트럼 방법은 구조물의 비선형 응답특성을 하나의 역량곡선으

로 표 하고 지진하 의 효과도 하나의 요구도 곡선으로 표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피뢰기의 지진취약도 해석

25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4호(2014.8)

(a) lightning arrester (b) bushing part (c) steel frame part (d) analysis model of lightning arrester

Fig. 1 Lightning arrester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지진해석을 요구하는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간단하면서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응답이력해석과 비교할 

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많은 단 이다(Song, 2004). 

본 연구에서는 요구도곡선에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용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확성이 향상된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지진

취약도해석에 용하고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지진취약

도해석의 정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송·배  설비  표설비인 피뢰기를 상으로 

기존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지진취약도 해석과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하 으며 두 방법에 

따른 지진취약도 곡선을 비교하고 연구하 다.

2.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용한 피뢰기 구조물의 지진응답 

산정

2.1 등가단자유도 방법을 이용한 개선된 역량스펙트럼 방법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구조물에 한 비선형 정 해석을 통

하여 구조부재들에 한 역량곡선을 구한 후 이를 등가단자

유도 방법(Song et al., 2006)에 의해 구조시스템을 표하

는 하나의 역량곡선으로 치환하여 지진하 의 크기를 나타내

는 요구도 곡선과의 한 교차  혹은 성능 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이 성능 에 응되는 응답이 구조물의 비탄성 거

동시의 최 응답을 나타낸다. 비탄성 정 해석에 의해 계산

된 다자유도응답의 힘-변 계는 하나의 표응답인 역량곡

선으로 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등가단자유

도계 유도과정에 의해 가능하며 등가단자유도계의 힘은 식 

(1)에 의해 변 응답은 식 (2)에 의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등가 항력, 는 지반에 한 상 변 벡

터, 은 질량행렬, 는 항력 벡터, 는 구조물의 변

형형상을 나타내는 형상벡터이고 이것은 상수 벡터이다.

역량곡선의 변 응답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등가단자유도 변 , 1은 구조물이 자유도에 

하여 입력지반가속도에 연 된 단 벡터이다.

2.2 피뢰기의 수치해석 모델링

제 교량의 모델링은 OpenSEES 로그램(PEERC, 

2007)을 사용하 으며, 강재골조의 강종은 SS400이며 주 부

재는 L 75×75×6 앵 , 가새 부재는 L 50×50×4 앵 이다. 

피뢰기의 지지는 직경 10mm의 4개의 육각머리 볼트로 지지

되며 후 설치앵커로 설치되었다. 부싱(bushing)은 외경 21cm, 

내경 5.3cm, 높이 70cm로 3단으로 강재골조 구조물 상부에 

수직 연결되어 있다. 피뢰기의 형상은 Fig. 1에 나타낸바와 같

이 총 높이 4.4m로 2.3m의 강재 골조와 2.1m의 부싱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피뢰기에 한 역량스펙트럼 방법의 용

비탄성 정 해석은 구조물의 상부에 구조물의 극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진 으로 하 을 증가시키면서 구조물이 하

에 항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해석으로 기존의 선형 탄성

해석이 항복 이후의 특성이나 항복이 진행되는 동안의 붕괴 

메커니즘에 한 측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는 단 이 있었

다면 비탄성 정 해석은 항복 이후의 특성까지 보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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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of lightning 

arrester by pushover analysis

Fig. 3 Acceleration-displacement(A-D) relationship 

(capacity spectrum) of lightning arrester

변형 능력을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피뢰기에 하여 비선형 정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시스템

을 표하는 하나의 힘-변 계 곡선을 구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Fig. 2의 힘-변 계에서 힘을 등가단자유도계의 

질량( )으로 나 어 가속도로 환하여 가속도-변

( 곡선)의 역량곡선으로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피뢰기는 가속도 58.50g에서 항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연 으로 발생하는 지진하

에서 피뢰기는 선형  거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

뢰기 구조물이 고진동수를 가지는 구조물로 강성에 비하여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강재골조 부분이 자연 인 지진하 에 

의해서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피뢰기 구조물의 지진에 한 손상상태 정의

손상상태는 구조물이 지진하 에 한 손상정도를 나타내

는 척도로 지진하 에 한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정량 으로 

표 한 것이다. 지진취약도 해석을 해서는 손상상태의 정

의가 필수 이며 실제상황을 히 나타내는 손상상태 정의

가 지진취약도 해석의 결과인 취약도곡선에 직 인 향을 

주게 되므로 요하다. 손상상태의 정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변 연성도, 회 연성도, 곡률연성도, 

분산된 에 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표 이다(Barbat et 

al., 2008, Jin et al., 2010).

3.1 강재 골조의 손상상태 정의

본 연구에서 강재골조의 손상상태의 정의는 Barbat 등

(Barbat et al., 2008)이 제안한 손상상태 정의법을 사용하

으며 항복변 ()와 극한변 () 값을 사용하므로 용

이 쉽다는 장 이 있다. 손상상태 정의는 총 5단계로 손상없음

(None, ), 미소손상(Slight Damage, ), 보통손상

(Moderate Damage, ), 심각손상(Extensive Damage, 

), 완  붕괴(Complete Damage, )로 총 5단계로 정

의되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피뢰기의 비선형 정 해석으로 

구한 항복변 ( 3.71cm)와 극한변 ( 22.97cm)를 

사용하여 각각의 5단계의 손상상태에 해당하는 변 를 Table 

1에 손상상태의 정의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하여 나타내었다. 

Damage State

Definition of 

displacement 

limit

Displacement 

limit of steel 

frame(cm)

Slight Damage() 0.7 2.60

Moderate Damage()  3.71

Extensive Damege()    8.53

Complete Collapse()  22.97

Table 1 Damage states proposed by Alkex H. Barbat

3.2 부싱의 손상상태 정의

일본 원자력학회가 발간한 “원자력 발 소의 지진에 기인

한 확률론  안 성 평가 실시기 ”에서는 변압기의 주된 

괴모드를 변압기의 부싱의 연애자의 손상에 의한 연유 유

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험과 여러 실험결과들을 종합하여 

연애자의 연결부에서의 최 응답 가속도가 0.6g인 경우를 

괴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Kim and Choun, 2008). 이러

한 괴기 은 국내에 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단되며 변

압기와 동일한 괴기 을 용하여 부싱부분의 최 응답가

속도가 0.6g가 될 때 부싱의 괴가 일어난다고 정의하 다.

3.3 앵커의 손상상태 정의

앵커의 손상상태는 피뢰기 하부에 설치된 4개의 앵커  

2개의 앵커에 작용하는 힘이 계산된 설계 강도를 과하면 

괴가 된다고 가정하여 단일상태 손상상태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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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trength  =0.65×66120=42978

Concrete Breakout 

Strength

0.75=0.75×0.7×2031922.811

=1066759.5

Concrete Pryout 

Strength

0.75 =0.75×0.7×482730.988

=253433.768

Table 3 Deign shear strength of anchor

Steel Strength  =0.75×110200=82650

Concrete Breakout 

Strength

0.75=0.75×0.7×241365.494

=126716.884

Pullout Strength
0.75 =0.75×0.7×115584

=60681.6

Table 2 Deign tensile strength of anchor

Site 

Classification

Average Shear Wave Velocity to a Depth of 

30m(m/sec)

Site A ≥ 750 

Site B 360~750 

Site C 180~360

Site D ≤ 180

Table 4 USGS Site Classification

NO Earthquake PGA(g)

1 A-GRN180(Whittier Narrows) 0.304

2 A-GRN270(Whittier Narrows) 0.1999

3 G01000(Loma Prieta) 0.411

4 G01090(Loma Prieta) 0.473

5 G01230(Coyote Lake) 0.130

6 GBZ000(Kocaeli, Turkey) 0.244

7 GRN270(Northridge) 0.256

8 L09021(San Fernando) 0.157

9 LCN000(Landers) 0.785

10 LCN275(Landers) 0.721

11 MTW000(Northridge) 0.234

12 PUL104(Northridge) 1.585

13 PUL194(Northridge) 1.285

14 WWT180(N. Palm Springs) 0.492

15 WWT270(N. Palm Springs) 0.612

Table 5 Site Class A earthquakes used in this study

NO Earthquake PGA(g)

1 EUR090(Cape Mendocino) 0.178

2 RIO270(Cape Mendocino) 0.385

3 RIO360(Cape Mendocino) 0.549

4 CHY029-W(Chi-Chi, Taiwan) 0.277

5 CHY080-N(Chi-Chi, Taiwan) 0.902

6 CHY080-W(Chi-Chi, Taiwan) 0.968

7 TCU047-N(Chi-Chi, Taiwan) 0.413

8 TCU095-N(Chi-Chi, Taiwan) 0.712

9 G06230(Coyote Lake) 0.434

10 G06320(Coyote Lake) 0.316

11 SJ5337(Coyote Lake) 0.114

12 1058-E(Duzce, Turkey) 0.111

13 1061-E(Duzce, Turkey) 0.134

14 B-FOC000(Friuli, Italy) 0.212

15 A-SJB123(Hollister) 0.13

Table 6 Site Class B earthquakes used in this study

NO Earthquake PGA(g)

1 A-ELC180(Borrego Mtn) 0.13

2 CHY006-E(Chi-Chi, Taiwan) 0.364

3 CHY014-N(Chi-Chi, Taiwan) 0.263

4 CHY028-N(Chi-Chi, Taiwan) 0.821

5 CHY028-W(Chi-Chi, Taiwan) 0.653

6 CHY088-N(Chi-Chi, Taiwan) 0.216

7 CHY101-N(Chi-Chi, Taiwan) 0.353

8 HOS180(Big Bear) 0.101

9 NST-N(Chi-Chi, Taiwan) 0.388

10 PET000(Cape Mendocino) 0.59

11 PET090(Cape Mendocino) 0.662

12 TCU049-W(Chi-Chi, Taiwan) 0.293

13 TCU052-N(Chi-Chi, Taiwan) 0.419

14 TCU074-W(Chi-Chi, Taiwan) 0.597

15 TCU079-W(Chi-Chi, Taiwan) 0.742

Table 7 Site Class C earthquakes used in this study

콘크리트 설계기 의 앵커 부분을 참고하여 앵커의 설계 

강도를 계산하 다. 앵커는 콘크리트 기 의 가장자리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치하고, 유효묻힘 깊이가 180mm인 직경 

10mm 육각머리 언더컷앵커이다. 콘크리트의 설계기 강도

는 =21MPa로 가정하 고, 앵커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한 보조철근은 설치되지 않았다. 사용하  하에서 콘크리

트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앵커는 취성 괴를 

일으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응답수정계수 R을 용하지 않으

므로 과강도계수 도 용하지 않았다. 보수 인 설계를 

고려해 피뢰기 강재골조 바닥과 콘크리트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하 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구한 앵커의 설계인

장강도를 Table 2에 설계 단강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설계 인장강도는 앵커의 뽐힘 강도가 지배하며, 설계 

단강도는 앵커 강재 강도가 지배함을 알 수 있다.

4.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응답이력해석을 이용한 피뢰기의 

지진취약도의 비교

4.1 입력지진

피뢰기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을 한 입력지진으로는 

USGS 분류법을 따라 30m 깊이의 지반의 단  속도의 평균

에 따라 분류하여 Site A, B, C, D로 구분한 지진을 15개씩 

선정하여 사용하 으며 각 Site의 구분을 해 사용된 단  

속도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PEER Strong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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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arthquake PGA(g)

1 CHY041-N(Chi-Chi, Taiwan) 0.639

2 H-E03140(Imperial Valley) 0.266

3 KAK090(Kobe) 0.345

4 NIS000(Kobe) 0.509

5 TAZ090(Kobe) 0.694

6 TAK090(Kobe) 0.616

7 ATS000(Kocaeli, Turkey) 0.249

8 A02043(Loma Prieta) 0.274

9 TRI090(Loma Prieta) 0.159

10 BLF296(Northridge) 0.128

11 BLF206(Northridge) 0.179

12 B-WLF315(Superstitn Hills(B)) 0.167

13 B-WLF225(Superstitn Hills(B)) 0.119

14 WLF225(Westmorland) 0.199

15 WLF315(Westmorland) 0.176

Table 8 Site Class D earthquakes used in this study

(a) ground motion

(Site C, PET000, scaled PGA = 1.0g)

(b) acceleration response of bushing

(c) shear force of anchor

(d) displacement of steel frame

Fig. 4 Response history analysis of lightening arrester

Database). 각 지진그룹별로 15개의 지진을 각각 15개의 최

지반가속도가(0.05g, 0.1g, 0.2g, 0.3g, 0.4g, 0.5g, 

0.6g, 0.7g, 0.8g, 0.9g, 1.0g, 1.25g, 1.5g, 1.75g, 2.0g) 

되도록 스 일 조정하여 총 900개의 지진을 생성하여 지진취약

도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한 각각의 Site 별 지진의 특성은 

Table 5, 6, 7, 8에 나타내었다.

4.2 최우도 함수를 용한 지진취약도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진취약도 해석방법은 Shinozuka 등

(Shinozuka et al., 2001)이 제안한 방법으로 지진취약도 

곡선을 수정규분포함수로 표 하고 수정규분포함수의 

앙값과 표 편차를 최우도추정법에 의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개의 지진하 에 한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여 지진취

약도를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 지반가속도(PGA)가 

인 번째 지진응답에 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손상이 발

생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다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

상발생확률을 증가시키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

상발생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우도 함수를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지진취약도 함수를 의미하고 는 번째 지

진의 최 지반가속도를 의미한다. 는 랜덤변수 의 값으

로써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1, 손

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이다. 이때 지진취약도 

곡선의 함수는 식 (4)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정규분포함수이고, 와 는 각각 수정규분포

함수의 앙값과 수표 편차이다.

4.3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피뢰기 강재골조 

구조물의 손상상태 평가

피뢰기 구조물에 한 비선형 정 해석 결과로부터 작성한 

Fig. 3의 역량곡선의 항복 에 응하는 가속도가 58.50g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뢰기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24.22 

Hz로서 구조물의 강성은 크고 질량은 작기 때문에 항복 에 

응하는 가속도가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

므로 피뢰기 강재골조 구조물은 연구에 사용한 모든 지진에 

하여 탄성거동을 함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4 응답이력해석을 이용한 피뢰기 구조물의 손상상태 평가

응답이력해석을 통한 피뢰기 구조물의 손상상태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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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0.125)

(a) Site A WWT270 PGA=0.1g

(b) Site B 1061-E PGA=0.1g

Fig. 5 Performance point of steel frame part of lightning 

arrester calculated by capacity spectrum method 

No.
PGA

(g)

Ab

(g)
Ds No.

PGA

(g)

Ab

(g)
Ds

76 0.500 0.500 0 121 0.800 0.800 1

77 0.500 0.533 0 122 0.800 0.853 1

78 0.500 0.546 0 123 0.800 0.873 1

79 0.500 0.555 0 124 0.800 0.888 1

80 0.500 0.475 0 125 0.800 0.761 1

81 0.500 0.536 0 126 0.800 0.858 1

82 0.500 0.500 0 127 0.800 0.799 1

83 0.500 0.503 0 128 0.800 0.805 1

84 0.500 0.500 0 129 0.800 0.800 1

85 0.500 0.566 0 130 0.800 0.906 1

86 0.500 0.637 1 131 0.800 1.020 1

87 0.500 0.568 0 132 0.800 0.908 1

88 0.500 0.696 1 133 0.800 1.114 1

89 0.500 0.634 1 134 0.800 1.015 1

90 0.500 0.687 1 135 0.800 1.100 1

91 0.600 0.600 0 136 0.900 0.900 1

92 0.600 0.640 1 137 0.900 0.960 1

93 0.600 0.655 1 138 0.900 0.982 1

94 0.600 0.666 1 139 0.900 0.999 1

95 0.600 0.570 0 140 0.900 0.856 1

96 0.600 0.643 1 141 0.900 0.965 1

97 0.600 0.599 0 142 0.900 0.899 1

98 0.600 0.604 1 143 0.900 0.906 1

99 0.600 0.600 0 144 0.900 0.900 1

100 0.600 0.680 1 145 0.900 1.019 1

Table 9 Damage state evaluation of bushing using 

response history analysis 

기 하여 응답이력을 구한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PGA=1.0g로 스 일 조정한 Site C, PET000 지진하

이 가해졌을 때 부싱의 가속도응답과 앵커에 작용하는 단

력응답, 피뢰기의 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최 값

을 구하여 손상상태를 별하 다.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부

싱의 손상상태 정 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정결과

의 양이 많기 때문에 특정 최 지반가속도에 하여 부분

인 정결과만 나타내었다. 는 부싱의 최 가속도이며 

가 0이면 손상이 없음을 1은 손상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5. 피뢰기의 지진취약도 해석

5.1 강재골조의 지진취약도 해석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용한 피뢰기의 강재골조에 한 최

변 응답을 구하는 과정의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연

구에서 사용한 모든 지진하 에 하여 탄성 범 내에서 거

동하며 변 는 1cm 후로 작게 발생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되었다. 이는 강재골조의 고유진동수가 

24.22Hz로 고진동수를 나타내며 강성에 비하여 질량이 작

아 지진하 에 의한 성력이 작게 작용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5.2 부싱의 지진취약도 해석

부싱의 손상상태 정의는 손상에 의한 연유 유출여부를 

단일기 으로 용하 으며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응답이력해

석 방법을 이용하여 900개의 지진에 한 부싱부에서 가속

도응답을 계산하여 0.6g를 과하면 괴된 것으로 간주하

다. 900개 지진에 한 부싱의 손상상태 별 결과를 식 

(3)과 식 (4)에 용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의 앙값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이를 응답이력해석과 역량스펙트럼 방법

으로 구분하여 각각 Table 10과 11에 나타내었다. 두 방법

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의 앙값과 표 편차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진취약도 곡선의 앙값과 표 편차를 이용하

여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여 Fig.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두 방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이 유사하며 특히 Site 

A와 Site B 지진의 경우는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Site C와 D의 경우는 역량스펙트럼 방법의 지진취약도가 동

일한 PGA에서 응답이력해석 보다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

지만 반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최 지반가속도(PGA)가 0.5g 이하의 지진에서 Site A와 

B의 지진의 경우가 Site C와 D의 지진 보다 괴확률이 크

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피뢰기가 고진동수의 구조물이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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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History 

Analysis

Site Class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Site A
c 0.4286

 0.285

Site B
c 0.5449

 0.353

Site C
c 0.5704

 0.121

Site D
c 0.5459

 0.117

Table 10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bushing calculated by 

response history analysis(RHA)

Capacity 

Spectrum 

Method

Site Class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Site A
c 0.4235

 0.262

Site B
c 0.5367

 0.360

Site C
c 0.5143

 0.110

Site D
c 0.5153

 0.126

Table 11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bushing calculated by 

capacity spectrum method(CSM)

Fig. 6 Comparis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bushing 

calculated by RHA and CSM

Fig. 7 member force calculation of anchor by capacity 

spectrum method

Response 

History 

Analysis

Site Class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Site A
c 0.9888

 0.312

Site B
c 1.2867

 0.197

Site C
c 1.2867

 0.110

Site D
c 1.1959

 0.125

Table 12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anchor calculated by 

response history analysis(RHA)

반의 견고할수록 고진동수의 지진성분을 더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한 향으로 견고한 지반의 지진에 의한 괴

확률이 증가된다고 단된다.

5.3 앵커의 지진취약도 해석

응답이력해석 방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Fig. 4

에 나타낸 것처럼 구조물의 가속도응답과 변 응답 뿐만 아

니라 각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까지 얻을 수 있다. 역량스

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능 에 응하는 구조물의 

최 가속도와 최 변  값만 직 으로 구하기 때문에 구조

부재나 앵커에 가해지는 부재력을 구하기 해서 Fig. 7에서

처럼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구조물의 최  응

답가속도에 구조물의 유효질량을 곱해  힘(F)을 부싱 하부

에 가하는 정 해석을 수행하여 앵커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구하 다.

앵커에 작용하는 힘이 Table 2와 3에서 구한 설계강도를 

과하게 되면 앵커는 괴상태에 도달한다고 가정하 으며 

4개의 앵커  2개의 앵커가 괴되면 붕괴되는 것으로 가정

하 다. 900개의 지진에 하여 앵커부에 작용하는 힘을 구

하여 손상발생여부를 별하 으며, 이를 식 (3)과 식 (4)을 

용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의 앙값과 표 편차를 Table 12

와 13에 나타내었다. Fig. 8에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응답이

력해석 방법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앵커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결과 Site A 지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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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Spectrum 

Method

Site Class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Site A
c 0.9969

 0.286

Site B
c 1.2735

 0.198

Site C
c 1.2071

 0.140

Site D
c 1.1765

 0.166

Table 13 Median(c) and standard deviati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anchor calculated by 

capacity spectrum method(CSM)

Fig. 8 Comparis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anchor 

calculated by RHA and CSM

Fig. 9 Comparis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f bushing 

and anchor calculated by RHA and CSM

괴확률이 다른 지진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Site B, C, D의 경우는 괴확률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싱의 취약도 곡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앵

커부의 지진취약도 곡선도 견고한 지반의 지진에 해 더 취

약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앵커부에 한 응답이력해석

과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서로 비

교해 본 결과 두 방법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곡선은 거의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뢰기의 괴모드를 분석하기 하여 부싱과 앵커의 지진

취약도 곡선을 Fig. 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피뢰기는 부싱의 괴확률이 앵커의 괴확률 보다 크게 나

타남으로 피뢰기의 주된 괴모드는 부싱의 괴이며, 이는 

실제 인 피뢰기의 지진하 에 의한 괴 유형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6. 결    론

지진응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해석시간이 오래 걸

리는 단 을 가진 응답이력해석과 간단하지만 응답의 정확성

이 떨어지는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하여 피뢰기에 한 

지진취약도 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는 역량스펙트럼을 용하여 력구조물 

 피뢰기 구조물에 한 지진취약도를 평가하는 방법

을 제시하 고, 이 과정에서 등가단자유도 환방법,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간략화된 앵커부의 부재력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평가하 다. 

2) 지진하 에 한 피뢰기 구조물의 괴확률은 Site A 

지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피뢰기가 고진동

수의 구조물이므로 지반의 견고할수록 고진동수의 지

진성분을 더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한 향으

로 견고한 지반의 지진에 의한 괴확률이 증가된다고 

단된다. 

3) 피뢰기의 주된 괴모드는 부싱의 괴이며 이는 실제

인 피뢰기의 지진하 에 의한 괴 유형과도 일치하

는 결과를 나타낸다. 

4)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피뢰기의 지진취약도 곡선

이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지지취약도 결과와 상당히 유

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한 역량스펙

트럼 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등가단자유도응답 

환과정이 반 되었고,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지진응답의 평가과정의 정확성이 향상되도록 개선되었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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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 피뢰기의 지진취약도 해석은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많은 구조부재를 가진 구조물의 지

진취약도 해석은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지진하 에 한 비탄성 지진응답을 계산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량스펙트럼 방

법과 같은 간단한 방법이 응답이력해석 보다 합하다. 일반 으로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해 평가된 지진응답의 정확성은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결과의 정확성 보다 떨어진다. 역량스펙트럼 방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등가단자유도 방법과 

성능  계산기법이 용되었다. 지진취약도에 한 지진에 한 지반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60개의 다른 지반종류의 지반

운동을 입력지진으로 선정하여 사용하 다.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의 비교로부터 역량

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이 응답이력해석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피

뢰기의 주된 지진에 의한 괴모드는 부싱의 손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역량스펙트럼, 응답이력해석, 피뢰기, 지진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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