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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고가교 기둥의 내진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f Seismic Retrofit on the Viaduct Bridge of Rail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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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동일본 대지진 등의 발생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

가에 강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약진의 발생빈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진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또한 판 경계지역에서 벗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반도

지역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예상을 벗어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

급한 상황이다.

철도시설물은 다중의 대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다른

시설물 대비 재난에 대한 피해가 훨씬 큼으로 인하여 안전

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 그러나 2000년 이전의 대부

분의 철도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미수행됨으로 인하여 내진설

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 철도시설물의

내진성능보강이 요구되고 있다[1]. 특히 도심지에 다수 건설

된 고가교 구조물은 선로하부에 도로, 역사 등의 시설이 있

는 다주가구형 구조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경

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철도운행중단 등의 2차 피해까지 초

래하는 주요 시설로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내진보

강을 위하여 해외에서 도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한 대부분

의 내진보강기법은 구조물의 연성 또는 강성을 증가시켜 내

진성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철도시설물

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다수의 구조부재에 대하여 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보강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재의 강성과 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내진보강재로 고성능유리섬유와 알루미늄 다공판를 적

층하여 제작한 HT-A(HyperTex & perforate Aluminum) 복

합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고가교 기둥의 보강 전·후 거동을

고찰하고 실험결과로 얻어진 내진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

다. 또한 내진보강을 위한 연성 및 강성보강재의 설계에 활

용 할 수 있는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실험방법 및 하중가력계획

본 연구는 지진발생 시 철도 고가교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

평하중에 대한 기둥의 보강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축력

및 횡하중을 가력하기 위한 충분한 강성을 갖는 반력프레임

을 이용하여 실험체 및 실험기구를 설치하였다. 기둥에 작

용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은 설계축하중의 약 10%이며, 이

에 따라 실험체에 작용하는 축력은 기둥의 설계축하중의

Abstract Earthquake damage of viaduct bridge of railroad may give rise to social loss due to transport restrictions greater

than cost of structural recovery. Therefore, viaduct bridge of railroad should have ensure adequate seismic performance.

But, results of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many of seismic retrofit was required. In this study, five scale models of col-

umns were made and four of them were reinforced by HT-A(HyperTex & perforate Aluminum) which is improved than

existing method. Testing the columns by constant axial load and cyclic lateral displacements, seismic performance of col-

umns has been verified from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stiffness,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Keywords : Seismic retrofit, Column test, FRP-metal composit plate, Urbam railway, Elevated bridge

초 록 지진으로 인한 철도 고가교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복구에 필요한 직접적인 손실과 통

행제한에 따른 막대한 사회 간접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철도 고가교 구조물은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야 하나, 기존 철도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다수의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고가교 기둥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4개의 기둥에 대하여 기존 보강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HT-

A 복합플레이트로 기둥을 보강하였다. 축력과 반복횡하중을 동시에 가하는 기둥의 실험을 실시하여 강성, 연성

및 에너지 소산능력 등의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HT-A 복합플레이트로 보강된 철도 고가교 기둥의 향상된 내

진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내진보강, 기둥의 반복 횡하중실험, 섬유-금속 복합판, 철도, 고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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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도인 약 400kN이 중심축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험체 양 옆에 각각 1000kN 용량의 오일잭을 배치하였다.

횡하중은 인장하중 2000kN, 압축하중 2000kN 용량의 엑튜

에이터를 설치하였다. 실험을 위한 장비 및 설치개요는 Fig.

1과 같다.

실험체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은 변위제어를 통하여 가력하

였으며, 하중이력은 Fig. 2와 같다. 하중의 크기는 기둥 높

이에 대한 기둥 상단부 변위의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각각

의 하중 단계는 2회 반복하여 이력 곡선의 안정화를 유도

하였다. 변위율 0~1%구간은 변위율 0.25%, 변위율 1~2%구

간은 변위율 0.5%, 변위율 2%이상 구간은 변위율 1% 단위

로 하중증가를 계획하였다.

2.2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체는 철도 고가교 구조물로써, Fig.

3과 같이 3경간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1층 중앙부 기둥을 실

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체는 대상 고가교의 설계도서

를 참조하여 3분 1로 축소하여 단면은 400mm×400mm의 정

사각형, 높이는 3.3m, 횡하중 재하높이까지의 높이는 3550mm

이다. 실험체 배근은 실구조물의 철근비와 동일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실험체 상·하단 스터브는 실험체보다 강한 강성

을 갖도록 900mm×900mm, 높이 450mm로 설계하였다.

Fig. 4에서와 같이 실험체의 축방향 철근비는 원 구조물

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D16철근16개를 배근하였다. 전단

철근은 원 구조물과 동일한 체적비를 갖도록 단부 125mm,

중앙부 250mm 간격으로 D10철근을 배근하였다. 실험체 철

근 상세는 원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

체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4MPa이며, 철근은 SD40

(fy=400MPa)이다.

2.3 실험체 보강

HT-A 복합플레이트는 FRP인 Hypertex와 유공알루미늄 판

을 적층한 복합재료판과 쐐기형 알루미늄 연결부를 갖는 보

강시스템으로써, 그 개념은 Fig. 5와 같다.

실험체 보강은 실험체의 소성힌지구간을 HT-A로 보강하

Fig. 1 Test setup

Fig. 2 Loading program

Fig. 3 Section of urban rail transit via station 

Fig. 4 Detail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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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성 및 강성을 증가를 통한 내진성능이 향상이 되도록

하였다. 보강량 및 보강높이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확인

하기 위하여 Table 1의 변수계획에 따라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철근

및 HT-A의 인장강도는 Table 2와 같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하중 및 파괴거동

실험체의 거동 및 파괴양상은 실험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위율 1~2% 단계에서 항복이 발생하

였으며 변위율 3~5%단계에서 최대내력을 보인 후 변위율

5%이후 급격한 내력저하를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균열양상

은 반복하중 가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칭으로 나타났으

며, 파괴양상은 기준시험체인 무보강 시험체의 경우 실험체

상하단부에서 전형적인 철큰콘크리트 기둥의 전단파괴양상

을 보였으나, 보강시험체의 경우 보강판과 보강판 내부콘크

리트의 파괴없이 지압부가 손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무보강 실험체인 VC-N 실험체는 변위율 2%(66mm)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율 3%(99mm)에서 최대하중을 나타내었

다. 최대하중 이후 완만한 성능저하를 나타내다가 변위율

4%(132mm) 이후 급격한 성능저하를 나타내었으며, 변위율

6%(198mm)에서 최종 파괴되었다(Fig. 6).

HT-A 두께 3mm로 보강된 VC-R1-H1 실험체는 변위율

1.5%(49.5mm)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율 4%(132mm)에서

최대하중을 나타내었다. 최대하중 이후 완만한 성능저하를

나타내다가 변위율 5%(165mm) 이후 급격한 성능저하를 나

타내었으며, 변위율 6%(198mm)에서 최종 파괴되었다(Fig.

7). HT-A 두께 4mm로 보강된 VC-R2-H1 실험체는 변위율

2%(66mm)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율 5%(165mm)에서 최대

하중을 나타내었다. 최대하중 이후 완만한 성능저하를 나타

내다가 변위율 6%(198mm) 이후 급격한 성능저하를 나타낸

후 최종 파괴되었다(Fig. 8). HT-A 두께 5mm로 보강된 VC-

R3-H1 실험체는 변위율 1.5%(49.5mm)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율 4%(132mm)에서 최대하중을 나타내었다. 최대하중

이후 완만한 성능저하를 나타내다가 변위율 5%(165mm) 이

후 급격한 성능저하를 나타내었으며, 변위율 6%(198mm)에

서 최종 파괴되었다(Fig. 9). VC-R1-H1 실험체 대비 2배의

높이로 보강된 VC-R1-H2 실험체는 변위율 1.5%(49.5mm)

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율 3%(99mm)에서 최대하중을 나

타내었다. 최대하중 이후 완만한 성능저하를 나타내다가 변

위율 5%(165mm) 이후 급격한 성능저하를 나타내었으며, 변

위율 6%(198mm)에서 최종 파괴되었다(Fig. 10).

Fig. 5 Concept of HT-A Composite Plate

Table 1 Specimen design parameter

Specimen Type of HT-A Plate height

TC-N None none

TC-R1-H1 Thickness 3mm 1.0d

TC-R2-H1 Thickness 4mm 1.0d

TC-R3-H1 Thickness 5mm 1.0d

TC-R1-H2 Thickness 3mm 2.0d

Table 2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Concrete Rebar HT-A

Property C24(Fck=24MPa)
SD40 

(fy=400MPa)
340MPa

Fig. 6 Response & Failure mode of 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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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ponse & Failure mode of VC-R1-H1

Fig. 8 Response & Failure mode of VC-R2-H1

Fig. 9 Response & Failure mode of VC-R3-H1

Fig. 10 Response & Failure mode of VC-R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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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변위 포락곡선을 비교한 결과 보강량이 큰 VC-R3-

H1 실험체가 VC-R1-H1 실험체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강높이 800mm인 VC-R1-H2 실

험체가 보강높이 400mm인 VC-R1-H1 실험체보다 높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3.2 실험체별 강성

각 시험체의 초기강성값(Ki)을 최대하중(Vu)와 항복 변위

(∆y)의 비로 정의하고 각 시험체의 초기강성값을 산정하였

다. Table 3와 Fig. 12는 각 시험체에 대한 초기강성값과 무

보강시험체의 초기강성값에 대한 각 시험체의 초기강성값 비

율을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각 시험체의 항복변위는 46.75mm~67.25mm에서 나타났

다. 초기강성값의 경우 무보강 시험체를 기준으로 최대 46%

의 편차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강량이 초기강성에 미치는 영

향은 최대 10%로 나타났다.

3.3 실험체별 내력평가

보강전과 보강후 기둥부재의 최대내력과 더불어 최대내력

점 이후 내력저하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대내력단계이후 부

재내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대내력점 이후 각

cycle의 변위율 단계별로 시험체의 내력저하율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13과 같다.

무보강 실험체는 최대내력이후 변위율 2% 증가시까지

12%의 내력이 저하된 후 3% 증가시까지 29%의 내력이 저

하되었다.또한 VC-R3-H1 실험체는 최대내력이후 변위율 2%

증가시까지 7%의 내력이 저하되어 가장 좋은 내력저하율을

보여주었다. VC-R2-H1 실험체는 최대내력이후 변위율 1%

증가시까지 10%의 내력이 저하되어 가장 낮은 내력저하율

을 보여주었다. 실험결과 HT-A 보강량이 증가할수록 내력

저하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력저하시 나타난 내력감소율의 구배는 VC-R3-H1 실험

체가 가장 좋았으며, VC-R1-H2 실험체, VC-R1-H1 실험체,

VC-R1-H2 실험체 순으로 감소율구배가 작게 나타났다.

Fig. 13 Maximum strength degradation ratio

3.4 실험체별 연성

종국변위(파괴점)는 실험체의 내력이 최대내력의 85%로 저

감되었을 때로 정의하였으며, 시험체의 연성능력은 항복변

위와 종국변위에 대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1)

각 시험체의 항복 변위(∆y)와 종국변위(∆u) 및 변위연성도

(µ∆)는 Table 4와 같다.

연성능력의 변화율은 Fig. 14와 같다. 보강두께 3.0mm인

VC-R1-H1은 38%의 연성이 증가하였고, 보강두께 5.0mm인

VC-R3-H1은 55%의 연성능력이 증가하였다.

µ
∆

∆
u

∆
y

-----=

Fig. 11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envelopes

Table 3 Yield displacement and initail stiffness

Specimen

Yield 

displacement

(∆y, mm)

Ultimate

load

(Vu, kN)

Initail 

stiffness

(Ki, kN/mm)

VC-N 63.75 154.27 2.42

VC-R1-H1 53.50 155.34 2.90

VC-R2-H1 67.25 148.65 2.21

VC-R3-H1 53.25 167.69 3.15

VC-R1-H2 46.75 165.23 3.53

Fig. 12 Comparison of initail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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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체별 에너지 소산능력

에너지소산능력은 시험체별로 동일변위에 대한 선행주기

의 소산에너지값을 평가하였으며, 1번째 주기로부터 각 시

험체의 파괴변위를 초과하는 주기까지 소산에너지값을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주기별 에너지소산

능력을 살펴보면 시험체 모두 첫 번째 주기로부터 최종변위

에 해당하는 주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소산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강량이 높은 시험체와 시험체가 타 시

험체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내었다.

각 시험체의 누적소산에너지는 Fig. 15와 같다. VC-N 실

험체 대비 변위율 6.0%까지 최소 1.07배에서 최대 1.20배의

누적소산에너지량을 보이고 있다. 보강량에 따른 누적 에너

지 소산능력은 VC-R1-H1 실험체가 기준실험체 대비 1.14

배, VC-R3-H 실험체는 1.20배로 나타나 보강량에 따라 에

너지소산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높이에 따른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은 VC-R1-H2 실험체가 1.13배로 나

타나 보강높이에 따른 에너지 소산능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철도 고가교 기둥의 보강전과 보강후의 내진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철도 고가교 구조물의 1층 중앙부 기둥을 대

상으로 총 5개의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이 중 4개의 실험체

를 HT-A 복합플레이트로 보강하였다. 각각의 실험체에 대

하여 중심축하중과 반복수평력을 작용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통하여 보강 전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실

험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중-축변위 관계에서 보강전 RC기둥의 경우 최대내

력점 이후 급격한 내력저하현상을 보였으며 이후 급격한 파

괴를 보였다. 그러나 HT-A 복합플레이트로 보강된 기둥의

경우 최대내력 이후 완만한 내력저하가 나타났다.

(2) 보강전 RC기둥의 경우 소성힌지구간을 중심으로 파괴

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복합플레이트로 보강된 기둥은 보강

판의 완전 파괴없이 기둥의 지압부가 횡하중가력 시 인발되

는 파괴형태를 나타내었다. 

(3) 시험체의 초기강성은 보강전과 보강후 모두 비슷한 변

위율에서 항복하였으며 시험체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변수변

화에 상관없이 보강된 시험체의 초기강성 값은 거의 비슷한

Table 4 Displacement ductility

Specimen

Yield

displacement

(mm)

Ultimate

displacement

(mm)

Ductility

VC-N 63.75 169.75 2.66

VC-R1-H1 53.50 196.00 3.66

VC-R2-H1 67.25 205.00 3.05

VC-R3-H1 53.25 220.00 4.13

VC-R1-H2 46.75 177.75 3.80

Fig. 14 Comparison of Displacement ductility

Table 5 Energy Dissipation

Specimen

Dissipate energy (loading cycle & drifr ratio)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1.0 1.5 1.5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VC-N 994.5 870.5 2130.4 1472.0 3577.3 2634.2 9834.9 7727.7 14613.1 13074.9 18861.8 17299.4 8714.6 
　

VC-R1-H1 1597.8 896.7 2587.4 2717.8 4617.2 3549.7 10411.5 8179.3 15556.6 14405.5 21072.5 19288.7 8874.0 1699.0 

VC-R2-H1 986.2 604.9 2456.0 1171.6 3876.1 2622.6 10025.8 7704.3 15021.0 13598.2 21414.1 18528.4 10161.1 899.8 

VC-R3-H1 1146.2 812.4 2340.2 1615.1 4344.5 3218.7 11985.1 9501.4 17135.9 15397.6 22172.5 19955.3 9977.6 3258.5 

VC-R1-H2 1147.2 802.6 2412.0 1488.0 4197.9 2996.7 10801.2 8643.6 16215.7 14170.4 20256.0 18994.1 10357.3 2193.6 

Fig. 15 Comparison of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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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4) 연성능력을 평가한 결과 보강전 시험체의 변위연성도

는 2.66으로 나타났으며, 보강판의 두께가 3mm, 5mm일 때

변위연성도는 3.66, 4.13으로 나타나 보강량이 증가할수록 연

성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에너지소산능력을 살펴보면 보강된 시험체는 보강전

시험체 대비 보강량에 따라 7~20%의 누적 에너지소산능력

이 향상되었으며, 실험체의 내력이 감소하는 변위율 4% 이

후 에너지 소산능력의 향상이 높게 나타났다.

(6) 보강높이가 단면폭인 실험체 VC-R1-H1와 단면폭의 2

배인 VC-R1-H2의 변위연성도와 에너지소산능력을 비교한

결과, 보강전 시험체 대비 변위연성도 증가비의 차이는 약

5%이며 에너지소산능력 상승비의 차이는 약 1%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강높이가 단면폭 이상일 경우 보강높이에 따

른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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