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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linear static procedures (NSPs) basing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based seismic design have become one of the

promising procedures for seismic evaluation of buildings. Although it needs much less computational cost compared to non-

linear time history analysis (NTHA), its usages are limited to simple structures by its inherent restriction to structures wherein

the fundamental mode dominates the response. Several new nonlinear static procedures (Modal Pushover Analysis; MPA and

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 which can consider higher modes effect were introduced. Nonetheless, its appli-

cability for complex structures such as cable-stayed bridge has not studied yet. This paper focuses on applicability of nonlinear

static procedures for the seismic analysis of cable-stayed bridges. Moreover, reliability indexes which can predict analysis pro-

cedure’s accuracy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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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성능기반 내진 설계방법의 설계철학을 가지고 있는 비선형 정적 해석법(NSPs)은 최근 구조물의 지진해석방법으로서 그 사

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비선형 정적 해석법을 통한 지진해석은 기존의 비선형 시간 이력법에 비해서 방법이 간단하며, 직관

적으로 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빌딩구조물의 지진해석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진동모드에 의해서 구조물의 거동이 지배되지 않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한 고차모드의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는 비선형 정적 해석법으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이 제시되었고, 또한 이를 개선한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 역

시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네가지 비선형 정적 해석법을 이용하여 국내에 설계/시공된 두 사장교의 지진

해석 가능성을 알아보며, 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 하여 비선형 정적 해석법의 응용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핵심용어 : 사장교, 지진해석, 성능기반 내진설계법, 비선형 정적해석법,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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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빌딩구조물과 교량 구조물의 지진해석의 중요성이 증가하

면서 기존의 선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지진 해석방법을 통

해서는 정확한 거동을 파악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진하중 하에서 구조물의 정확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구조물의 비선형 상태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해석법의 도

입이 필요하여 성능기반 내진설계법(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PBSD)이 소개 되었다. 성능기반 내진설계

법은 구조물의 예상 가능한 지진 하중 레벨에 따라 구조물

의 목적 상태를 정의하여, 이 조건에 맞게 구조물이 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법이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선형하중을 넘어서는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조물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석을 수행하는 가장 확

실한 방법으로는 비선형 시간 이력해석(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NTHA)을 통한 방법이다. 이 방법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방법은 현재까지는 매우 어려운 모델링 기술과 해석기법이

필요하고, 게다가 대부분의 상용 해석 프로그램은 비선형 동

적 해석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진하중 하

에서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비선형 정적해석법(Nonlinear Static Procedures; NSPs)가

떠오르고 있다. 

비선형 정적해석방법으로는 ATC-40보고서(Applied Technology

Council, 1996)의 역량 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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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과 FEMA-273 보고서 변위 계수법(Displacemnet

Coefficient Method; DCM)이 대표적이다. 이중 역량 스펙

트럼법은 구조물의 비탄성 정적해석(Pushover Analysis) 과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고 조합하여 구조물의 비탄성 최대응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역량 스펙

트럼법은 하나의 그래프에 시스템의 역량곡선과 요구도 곡

선을 함께 나타내에 구조물의 가해지는 지진하중에 의한 구

조물의 변위응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적인 우수성 때

문에 많이 사용된다. 비탄성 정적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횡

하중 분포로는 등분포 하중, 1차 진동모드 하중분포를 사용

하는 방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나, 이 경우는 구조물의 기하

학적 특성이나 진동형상에 관계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고차

의 진동모드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물에는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Modal Pushover Analysis; MPA)

방법 이 있다(Chopra and Goel, 2002). 이 방법은 각 모

드별로 구한 하중분포를 사용하여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행

하여 응답을 구하고, 각 모드별 응답을 SRSS(Square Root

of Square Sum) 조합을 통해 전체응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비선성 정적해석 도중 구조물의 비선

형성이 나타난 이후에는 구조물의 진동특성이 달라지는 것

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Aydinoglu, 2003). 또한

사장교와 같이 구조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고려해야 할 진

동모드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해석의 과정에서

필요한 비탄성 정적해석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해석의

과정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큰 노력을 또한

필요로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한번의 비탄성 정적해석만을 수행하면서, 고차의 모

드의 응답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

가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의 MPA에서 사용된 하중을

선형조합한 새로운 하중을 정의하여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

행하며, 근사 탄성 변형 형상을 도입하므로서, 기존의 간섭

효과를 소거시키면서 해석의 간소함을 증진시키고는 장점이

있다(Kwak and Shin, 2009). 또한 해석 과정에서 도입되는

근사탄성 변형 형상의 오차율을 이용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해석과정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방법과

는 차별적으로 해석을 수행하면서 해석의 신뢰성을 어느 정

도 예측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 4가지

비선형 정적해석법을 두가지 사장교에 적용하여 각 방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비교·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방

법별로 총 10가지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각 해석법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두가지의 신뢰도 지수를 제안하여,

해석 과정에 있어서 결과의 의 신뢰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 횡하중 분포에 따른 비선형 정적 해석법

상대적인 크기가 일정한 정적하중을 구조물이 붕괴될 때까

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 특성을 분

석하는 방법을 비탄성 정적해석이라 한다. 비선형 정적해석

법의 방법에 따라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행하는 횡하중 분포

가 달라지는데, 크게는 단일모드의 하중 분포를 사용하는 방

법과, 다중모드 하중분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단일모드 하중 분포와 두

가지 다중모드 하중분포를 사용한 비선형 정적 해석법을 이

용해 사장교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2.1 단일모드 하중 분포

2.1.1 등분포 하중

등분포 하중을 사용한 비선형 정적해석법은 지진해석 대상

구조물의 모든 부분(상판 및 주탑 모든부분)에 작용하는 가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이용한 방법으로(송종걸, 남왕현,

정영화, 2005) 사장교에 적용할 경우에는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장교 전체에 등분포 하중분포를 사용하

여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행한다. 이 경우 사장교에서 상대적

으로 강성이 강한 주탑의 변위는 매우작게 도출되는 반면,

강성이 약한 상판의 경우에는 횡 변위가 크게 도출되어 주

탑의 지진해석 결과가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있다. 

2.1.2 주요 진동 모드 하중분포

ATC-40 보고서(Applied Technology Council, 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구조물의 진동 거동이 주요 진동모

드(대개의 경우 1차 진동모드)에 의해 지배된다는 가정하에

구조물의 주요 진동모드 벡터와 질량행렬의 곱으로 구해지

는 하중벡터를 횡하중 분포로 정하여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

행하는 방법이다. 사장교 구조물은 구조 특성상 상판의 강성

이 주탑에 비해 유연하고, 따라서 주요 진동모드 형상은 상

판의 변형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주요 진동모드 하

중분포를 사용한 비선형 정적해석법의 경우, 등분포 하중을

사용 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상판의 변위응답만 신뢰할 수 있

고, 주탑의 변위응답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2.2 다중모드 하중 분포

2.2.1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

비선형 정적 해석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차의 진동모드

의 응답변위 기여분을 고려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MPA가 제

안되었다. 이 방법은 고려하는 진동모드 벡터와 질량행렬의

곱으로 구해지는 하중벡터를 비탄성 정적해석의 횡하중으로

사용하여, 각 모드별 응답기여분을 구한 이후 SRSS법을 이

용하여, 전제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각 모드별 지진응답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

드간 결합효과(coupling effect)를 무시하고, 항복 이후에도

모드 형상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을 함으로서, 항복 이후

에 모드 형상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응답예측의 신뢰도

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사

장교에 적용할 경우에는, 고려되어야 하는 모드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서 비탄성 정적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수가 증가하

게 되고,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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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

2.2.1절에 서술한 여러 MPA의 여러 단점을 보안하는 방

법으로 IMPA가 제안되었다. IMPA에서는 MPA에서 횡하중

으로 사용되는 하중의 선형조합을 횡하중으로 사용하며, 항

복이전과 항복이후의 변형형상이 같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한번의 비탄성 정적해석으로서 고차의 모드까지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방법으로 기존에 다경간 연속 교량 구조물에 대

해서 적용성이 검토되었으나, 사장교와 같은 복잡 구조계에

는 적용가능성이 연구된 바 없었다. 

3. 신뢰도 지수

해석의 편의성과 도식적인 이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

선형 정적 해석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해석 과정 중에서 해석의 신뢰성

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비선형 정적해석에서 구

조물의 역량을 나타내는 역량곡선이 실제로 구조물의 역량

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또한, 지진데이터에서

구해지는 요구곡선이 지진데이터의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부족함을 지수화 하여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해석결

과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신뢰도 지수를 소개한다.

3.1 근사탄성변형 형상 오차 지수 (I1)

비선형 정적 해석을 사용해 구조물의 지진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구조물의 형태에서 대칭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고차의

모드 기여분의 고려가 크게 고려되는 경우에 따라 해석의

정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Pinho, Casarotti

and Antoniou, 2007). 이는 MPA의 경우 항복후의 모드 형

상이 원 모드형상과 상이할 경우 오차의 크기가 커지는 경

향이 있다. IMPA의 경우에는 근사탄성 변형형상의 오차가

클 경우 결과 오차가 커진다. 이는 구조물의 역량을 나타내

는 역량곡선이 항복 이후의 구조물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

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표화 하

여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석의 오차율을 예측하

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사 탄성 변

형 형상 오차 지수(I1)는 그림 1에서 표시한 항복 이후 최

종 변형 형상과 근사 탄성 변위 형상 오차 지수(I1)를 식

(1)을 통해 구한다. 

(1)

근사 탄성 변형 형상 오차 지표(I1)의 값이 0에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 비탄성 정적해석을 통해서 나온 최종 변형

형상과 근사 탄성 변형 형상 오차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여,

IMPA의 가정사항이 유효함을 의미하며, 반면 값이 클 경우

에는 가정사항의 오차가 크게 되어 결과적으로 역량곡선이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한다. 

3.2 지진 특성 지수 (I2)

지진데이터는 지진에 따라 그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

또한 해석의 정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비

선형 정적 해석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진데이터

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지진 특성 지수 (I2)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구해진다. 

1. 지진데이터의 Power Spectrum Density 을 계산한다.

(2)

2. 계산된 Power Spectrum Density의 최대값이 1이 되도

록 정규화한다.

I
1

Aapprx final–

Afinal

----------------------------=

Sxx f( )
E XT f( )

2

T
--------------------

T ∞→

lim=

그림 1. 근사 탄성 변형 형상 오차 지표 그림 2. 지진데이터 Power Spectrum Density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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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화한 Power Spectrum Density값을 모든 주파수에

대하여 적분한 후 역수를 취한값을 지진 특성 지수 (I2)로

한다.

(4)

위와 같은 절차로 구해진 지진 특성 지수 (I2)는 지진 데이

터가 어느 특정 주파수가 데이터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큰 값을 나타내고, 어떤 특정한 주파수 성분이 데이터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4. 예제 교량

비선형 정적해석법을 통한 사장교의 지진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 대표적인 콘크리트 사장교와, 강사장교 각각 하나씩을

대상 구조물로 선정하였다. 콘크리트 사장교는 현재 시공중

에 있는 제 2 돌산대교로서 접속교 280미터와 주교량부(사

장교 부분) 464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해석에 사

용된 부분은 사장교 464미터 부분으로 주탑과 보강형 모두

Sxx′ f( )
Sxx f( )

max Sxx f( )( )
----------------------------=

I
2

1 S ′xx f( )
0

 ∞

∫⁄ df=

그림 3. Power Spectrum Density 정규화

그림 4. 제 2 돌산대교 형상

그림 5. 제 2 진도대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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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트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4에서 대상교량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강사장교는 완공 후 현재

사용중에 있는 제 2 진도대교로서 주교량부(사장교 부분)가

492.45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대상구조물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사용된 부분은 사장교 492.45미터 부분으로 주탑과

보강형 모두 강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5에서 교량의 형

상을 볼 수 있다. 

4.1 사장교 모델링

비선형 시간 이력해석(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NTHA)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부재의 수치 모델링이 이루어

지는데, 사장교의 경우 대표적인 두 구성부재인 케이블과 주

형 및 주탑과 피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케이블은 트러스(truss)요소가 이용되며 그밖의 다

른 부분은 보(beam)요소가 사용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교량의 각 부재에 대해 보 요소의 대표적인

단면 성질인 모멘트-곡률관계를 구성한 후 σ = Eε = Mc/I,

M = EI/ρ의 관계식을 통해 부재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출,

이를 보요소의 재료특성으로 사용함으로써, 각부재의 비선형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

해 선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두개의 직선(bi-linear)상태로

각각 단순화 하였다(그림 6 참조).

각 부재별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통해 돌산대교의 보강

형과 가로보, 그리고 주탑부는 보요소로, 그리고 케이블부는

트러스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총 1056개의 절점과, 1260개

의 요소를 사용한 돌산대교의 모델 형상은 그림 7와 같으며

모델링 및 해석은 DIANA 9.2(DIANA, 2007)을 사용하였

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제2진도대교의 모델링 또한 이루어

졌는데, 그림 8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DIANA

9.2를 사용하여 512개의 절점과 823개의 요소를 사용하여

교량의 수치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 해석모델에서 주탑

부는 하단부에서 3방향의 변위와 회전 모두를, 보강형의 경

우에는 교양의 양 지점부에서 높이방향과 교축 직각방향의

변위를 제한하는 구속조건을 각각 사용하였다. 케이블과 주

탑 및 보강형의 연결은 힌지(hinge) 조건을 사용하였다.

4.2 사용 지진 하중

해석에 사용된 지진은 지진해석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열 가지 실제 지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진데이터의 형상은

그림 9와 같다. 지진 데이터는 3장에서 소개한 지진 특성 지수

(I2) 값이 작은 순서대로 EQ01에서 EQ10까지 명명하였다.

표 1에서 해석에 사용된 10개의 지진데이터의 최대 가속

도와 지진 특성 지수 (I2) 값을 나타냈다. 표 1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지진 특성 지수 (I2)는 지진의 최대 가속도와 상

관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림 9의 지진 형태와 비교하여

보면, 비록 최대 가속도 값은 작지만 저주파 성분에 의해서

지배되는 Kobe지진과 Mexico 지진의 지진 특성 지수 (I2)

값이 큰 것을 살펴볼 수 있다.

5. 해석 결과

앞서 소개한 두사장교에 2장에서 소개한 네가지 비선형 정

적해석을 적용한 결과를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과 함께 비교

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제2돌산대교와 제2 진도대

교의 비선형 시간 이력해석 결과로 구한 각 지점의 상판의

최대 변위값과 네가지 비선형 정적해석을 이용한 해석결과

를 표시하였다. 등가하중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주를 ESDOF

로 주요모드형상 하중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주를 PSDOF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은 MPA 그리고 개선된 모드별 비

그림 6. 제 2 돌산대교 부재별 응력-변형률 관계 예

그림 7. 제 5 돌산대교 모델링

그림 8. 제 2 진도대교 모델링

표 1. 사용 지진 데이터

번호 지진 이름 최대 가속도 (g)지진 특성 지수 (I2)

EQ01 San Fernando 0.210 0.613

EQ02 North Palm Spring 0.323 0.667

EQ03 El Centro 0.219 0.828

EQ04 Loma Prieta 0.218 0.887

EQ05 Northridge 0.215 1.017

EQ06 Taft 0.210 1.105

EQ07 California 0.228 1.282

EQ08 San Francisco 0.195 2.672

EQ09 Kobe 0.257 4.546

EQ10 Mexico 0.208 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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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용 지진 하중

그림 10. 제2돌산대교 상판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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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정적해석법은 IMPA로 표시하였다.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2 돌산대교와 제2 진도대교

두 교량 모두에서 네가지 방법이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으

로 응답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일모드만을 사용한

비선형 정적해석법에서도 교량의 주요모드 거동 특성이 표

현되는 부분에서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여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지진의 인덱스 번호가 커질수록(지진 특성 지

수(I2) 값이 커질수록),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네가지

비선형 정적해석 방법 모두 오차율이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주파수 영역에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지진에

대해서는 비선형 정적해석법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할 시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12와 그림 13에 두 사장교의 주탑부의 지진응답변위

를 도식하였다. 모델 교량이 좌우로 완전 대칭형이기 때문에

주탑부의 결과는 하나로 나타내었다. 사장교는 특성상 주탑

의 강성이 상판의 강성에 비해서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따라서 등가하중 조합(ESDOF)이나 1차 모드 하중조합

(PSDOF)을 통해서는 주탑의 변위를 거의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단순모드 하중조합을 사

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때에 주탑의 응답 변위를 전혀 고려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차 모드의 기여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MPA나 IMPA의 경우에는 비교적 모든 경우에 신

뢰할만 수준의 응답예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상판의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진 특성 지수 (I2) 값이 매우 클

경우(Kobe지진과 Mexico지진의 경우), 응답예측의 오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0~그림 13에서 보여준 결과처럼 단순모드 비선형

정적해석는 주탑의 지진 응답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며, 지진

특성 지수 (I2) 값이 커짐에 따라서 또한 모든 비선형 정적

해석의 지진응답 신뢰도가 떨어짐을 도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장교의 오차률

을 식 (5)와 그림 14와 같이 정의하였다.

(5)Error  rate  of  Cable  Bridge ECB( )
AreaNTHA NSP–

AreaNTHA

------------------------------------=

그림 11. 제2진도대교 상판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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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2돌산대교 주탑 해석결과

그림 13. 제2진도대교 주탑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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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3을 통해 사장교에 비선형 정적해석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다중모드 하중분포를 사용해야 함을 직관적으

로 알 수 있었다. 그림 15에서는 다중모드 하중분포를 사용

하는 비선형 정적해석법을(MPA와 IMPA) 수행한 결과를 식

(5)에서 구해진 사장교 오차율로 도식하여 오차율을 정량적

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진번호

가 커짐에 따라서(지진 특성 지수 (I2) 값이 커질수록) 결과

의 오차율이 커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선형 정적해석을

신뢰성 높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진 특성 지수의 값이 크

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6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근사탄성 변형형상

오차(I1)와 IMPA의 오차율을 비교하였는데, I1값이 크게 나

타날 때에는 결과의 오차 역시 크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IMPA의 유도과정의 가정사항이 유효하지 않음에 기

인하므로, IMPA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I1값이 크게 나

타날 때는 해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릴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을 통해서 비록 다중모드의 하중분포

를 사용하는 비선형 정적해석법중 IMPA을 수행하더라도,

지진 특성 지수와 근사탄성변형 형상 오차 지수의 값이 매

우 크게 판정될 때에는 해석의 결과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MPA를 사용함

에 있어서, 해석과정 중에서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그림 14. 사장교 오차율(Error rate of Cable Bridge; ECB)

계산법

그림 15. 다중모드 하중분포를 사용하는 비선형 정적해석법의 사장교 오차율



− 68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어떠한 지수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에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이 논문은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한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

의 사장교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논문에서는 비선형 정적

해석방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1)등가 하중 조

합, (2) 1차 진동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 하중 조합, (3) 모

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 그리고 (4)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하였으

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가 하중 조합을 사용하여 사장교를 해석할 경우, 상대

적으로 보강형에 비해서 강성이 큰 주탑부의 변위가 해석

결과에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 상대적으로 유연한 보강형에 의해서 주요진동모드(1차 진

동모드)가 결정되는 사장교에 주요 진동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는 하중조합의 형태가 주

탑부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강형의 내진 해석 신

뢰성은 높은 수준에서 검증이 되지만, 주탑부의 내진 성능

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과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을 사용하여, 사장교의

내진 해석을 수행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신뢰할 수준의

결과를 주게 되지만, 사용지진의 특징이 특정 주파수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경우인 지진 특성 지수 값이 클수록 해석

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4. 근사 탄성 변형 형상 오차 지수의 값이 클 경우에는, 개

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의 가정사항이 유효하지 않

은 경우이며, 이때에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사장교 지

진응답을 판정할 경우, 해석과정중에 알 수 있는 지진 특

성 지수와 근사 탄성 변형 형상오차지수의 값을 통하여

결과값의 오차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해석의 적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I2값의 값은 2이하, I2값은 0.25이하의 값을 가질

때에는 신뢰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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