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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선형 정  해석법(NSPs)은 최근 구조물의 지진해석방법으로서 그 사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비선형 정  해석법은 직 으로 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 으로 빌딩구조

물의 지진해석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 진동모드에 의해서 구조물의 거동이 지배되지 

않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성에 한 연구가 매우 제한 이다. 이를 개선하기 한 고차모

드의 기여분을 반 할 수 있는 비선형 정  해석법들이 제시 되었지만, 교량 구조물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여 히 지진의 특성에 따라 그 사용성  신뢰성이 크게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두가지 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선형 

정  해석법의 용성을 사용단계에서 알아 낼 수 있는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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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선형 정 해석법(Nonlinear Static Procedures; NSPs)는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을 기반으로 기존의 비선

형 시간 이력해석에 비해서 직 이며, 비교  간단한 정 해석방법을 통해서, 지진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다. 기존의 비선형 정 해석법은 주요진동모드가 지배하는 빌딩구조물이나 단순형태의 고가교의 경우 해석의 

신뢰성이 높았으나, 구조물의 진동특성이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성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

하기 해서, 고차의 진동모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는 발 된 형태의 비선형 정 해석법이 소개되어, 진동

특성이 복잡한 구조물의 지진해석에서도 비교  신뢰할만한 수 의 해석을 함을 보 다. 하지만, 모든 비선

형 정 해석법은 구조물의 거동특성이나, 사용지진의 특성에 따라 신뢰성이 변화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비선형 정 해석법의 사용상에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을 단할수 있는 두가지 신뢰

도 지수를 제시하 다. 이 지수를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네가지 비선형 정 해석법을 이용하여 10가지 지

진하 을 두가지 사장교에 용하 을 때 결과 오차율과 제시된 신뢰도 지수의 상 계를 밝 내어, 해석 

과정에 있어서 결과의 의 신뢰성을 미리 단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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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선형 정 해석법 (Nonlinear Static Procedures; NSPs)

비선형 정 해석법의 방법은 크게 단일모드 하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 모드 하 조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이  단일모드 하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장교와 같이 복잡

구조물에서는 주요 진동모드(1차 진동모드)가 구조물의 체 진동거동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신뢰할 수 없다. 반면 모드별 비탄성 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나 개선

된 모드별 비탄성 해석법(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과 같이 다 모드 하 조합

을 사용하는 비선형 정 해석법의 경우, 해석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모드별 비탄성 정 해석법은 고려하는 진동모드 벡터와 질량행렬의 곱으로 구해지는 하 벡터

를 비탄성 정 해석의 횡하 으로 사용하여, 각 모드별 응답기여분을 구한 이후 SRSS법을 이용

하여, 제 구조물의 거동을 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모드별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해석법은 모드별 비탄성 정 해석법에서 횡하 으로 사용되는 하 의 선

형조합을 횡하 으로 사용하며, 항복이 과 항복이후의 변형형상이 같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한번

의 비탄성 정 해석으로서 고차의 모드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다.

3. 신뢰도 지수

3.1. 근사탄성변형 형사 오차지수 (RI1)

비선형 정  해석을 사용해 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형태에서 칭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고차의 모드 기여분의 고려가 크게 고려되는 경우에 따라 해석의 정확성이 나빠

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IMPA의 경우에는 근사탄성 변형형상의 오차가 클 경우 결과 오차가 

커진다. 이는 구조물의 역량을 나타내는 역량곡선이 항복 이후의 구조물의 역량을 제 로 평가하

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값을 지표화하기 해근사 탄성 변  형상 오차 지수(RI1)

를 식(1)을 통해 구하 다. 

  넓이근사탄성변형형상넓이실제변형형상넓이실제변형형상 (1)

3.2. 지진 특성지수 (RI2)

지진데이터는 지진에 따라 그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한 해석의 정확성에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 정  해석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지진데이터의 특성을 악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지진 특성을 식(2)를 통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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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4.1. 해석모델과 지진데이터

해석 모델로는 제2돌산 교와(Bridge #1) 그리고 제2진도 교(Bridge #2)가 사용되었으며, 사용

지진으로는 San Fernando지진, North Palm Spring지진, El Centro지진, Loma Prieta지진, 

Northridge지진, Taft지진, California지진, San Francisco지진, Kobe지진, Mexico지진을 사용하

다. 

4.2. 비선형 정 해석법 결과와 지수비교

그림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진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지진 특성 지수  값이 커질수록) 결과

의 오차율이 커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선형 정 해석을 신뢰성 높게 용하기 해서는 지진 특

성 지수의 값이 크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에서는 근사탄성 변형형상 

오차와 IMPA의 오차율을 비교하 는데, 값이 크게 나타날 때에는 결과의 오차 역시 크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IMPA의 유도과정의 가정사항이 유효하지 않음에 기인하므로, IMPA을 용하

는 과정에 있어서 값이 크게 나타날 때는 해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릴 수 있

다. 

Bridge#1 상 오차율 (MPA) Bridge#1 주탑오차율 (MPA) Bridge#2 상 오차율 (MPA) Bridge#2 주탑오차율 (MPA)

Bridge#1 상 오차율 (IMPA) Bridge#1 주탑오차율 (IMPA) Bridge#2 상 오차율 (IMPA) Bridge#2 주탑오차율 (IMPA)

그림 1. 다 모드 하 분포를 사용하는 비선형 정 해석법의 사장교 오차율

Bridge#1 상 Bridge#1 주탑 Bridge#2 상 Bridge#2 주탑

그림 2. 근사탄성변형 형상 오차 지수값과 해석 오차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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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다 모드의 하 분포를 사용하는 비선형 정 해석법을 수행하더라도, 지진 특성 지수와 근사탄

성변형 형상 오차 지수의 값이 매우 크게 정될 때에는 해석의 결과를 보수 으로 단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MPA를 사용함에 있어서, 해석과정 에서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에 한 어떠한 지수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에 진일보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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