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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imple but effective analysis procedure to estimate seismic capacities of multi-span continuous bridge struc-

tures is proposed on the basis of modal pushover analysis considering all the dynamic modes of structure.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oposed method eliminates the coupling effects induced from the direct application of modal decomposition by

introducing an identical stiffness ratio and an approximate elastic deformed shape. Moreover, in addition to these two intro-

ductions, the use of an appropriate distributed load {P}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the dynamic responses for all kinds of

bridge structures through a simpler analysis procedure.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

posed method, correlation studies between rigorous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and the proposed method are conducted for

multi-span continuous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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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의 모든 진동모드를 고려하는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을 바탕으로 하여 다경간 연속 교량 구조

물의 내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항복 후 기울기비와 근사 탄성변형

형상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비탄성 구조계에 모드별 중첩이론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던 기존의 간섭 효과를 소거

시켰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개념과 적절한 분포하중을 정적 해석에 사용함으로써 더욱 간편한 해석 과정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교량 구조물에 대한 동적 거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과 적용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4가지의 교량 모델에 대한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과 간편화된 비선형 정적 해석의 변위예측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핵심용어 :교량,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 동일한 항복 후 기울기 비, 등가 모드별 하중, 탄성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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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다하중을 동반한 지진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구조물은 탄성범위를 넘어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

게 되는데, 특히, 구조물의 주요 부재(primary members)에

서 유발되는 큰 변형은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

다. 따라서,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하중이력에 따른 구조물의 정확한 지진 변형 및 합

리적인 내진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

으로 근자에 들어 많은 설계 규준들(ATC, 1996; ATC,

1997)에서는 성능기반설계법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ATC-40 보고서와 FEMA-273 보고서등에서

는 성능기반설계의 한 방법인 역량스펙트럼법에 기반을 둔

간편화된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

지만 역량스펙트럼법은 수렴하는 성능점(performance point)

을 찾을 때까지 등가감쇠비에 대한 계산을 반복해서 수행해

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구조계에 따라서 해석 결과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

한 역량요구곡선법이 제시되었다(Chopra et al., 1999). 

역량요구곡선법은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능력을 나타내는

역량곡선(capacity curve)과 설계지진의 요구 스펙트럼

(demand spectrum)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어 설계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최대응답을 의미하는 성능점(performance

point)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림 1은 가속도(A)-변위(D) 형식

으로 표현된 역량곡선과 요구 스펙트럼의 예를 나타내고 있

다. 여기서 요구 스펙트럼은 탄성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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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계수-연성도-주기(Ry-µ-T) 관계(Miranda et al., 1994;

Nassar et al., 1991)를 이용하여 A-D 형식의 비탄성 응답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여 나타내게 되고 역량곡선은 단조증가

하는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비탄형 정적 해석(pushover

analysis)을 통해서 구해진 힘-변위 관계의 곡선으로부터 A-

D 형식으로의 변환을 거쳐서 얻게 된다. 따라서 역량요구곡

선법에서는 구조시스템을 대표하는 하나의 곡선으로 구조물

의 역량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다자유도 구조계의 비탄성

거동들로부터 시스템을 대표하는 하나의 역량곡선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자유도 구조물의 역량곡선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는 등가

단자유도법과 개선된단자유도법 그리고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이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먼저 등가단자유도법

(Equivalent Single Degree Of Freedom; ESDOF)은 그림

2(a)와 같이 균일한 등분포 하중(uniformly distributed load)

을 구조물에 작용시켜 발생하는 탄성변형 형상을 하나의 대

표적인 진동모드형상으로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유도 구

조계를 등가의 단자유도계로 변환함으로써 교량 구조물의 지

진응답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송종걸, 2004). ESDOF를

사용할 경우 대칭 교량구조물이나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강

한 비대칭 교량 구조물의 지진 응답은 간단한 과정을 통하

여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약한

비대칭 교량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약한 비

대칭 교량 구조물의 경우 상부 구조계가 모든 교각들의 거

동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교각들의 변형이 서로 다

른 주기로 발생하여, ESDOF처럼 하나의 단자유도계의 변위

만으로 모든 교각들의 변위를 예측할 때는 큰 오차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Zheng et al., 2003).

한편 개선된 단자유도법(Predominant Single Degree of

Freedom; PSDOF)은 그림 2(b)와 같이 구조물의 거동에 대

한 기여도가 가장 큰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그 모드형상

에 비례하는 변형만을 발생시키는 일정한 관성력 분포 하중

을 사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하

나의 단자유도계를 정의하는 방법을 말한다(Usanmi et al.,

2004). 이 방법은 간단한 해석 과정을 통해서 대칭 교량 구

조물의 지진응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한가지 모드만을 고려하여 전체 구조물의 응답을 산정하기

때문에 교각마다 지배하는 진동모드가 서로 다른 비대칭 형

태의 교량 구조물의 지진 응답은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해석 방법의 단점들은 구조물의

거동 예측 시에 저차 진동모드와 고차 진동모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Krawinkler et al.,

그림 1. 역량요구곡선법

그림 2. 다자유도 구조물의 역량곡선을 결정하는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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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따라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이 제시되었

다(Chopra et al., 2002). 이 방법은 그림 2(c)와 같이 각

모드에 대한 일정한 관성력 분포를 단조 증가시키며 비탄성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역량 곡선을 구하는 방법으로, 모든

진동모드별 지진 응답을 구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저차와 고

차 진동모드가 다 함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고층 빌

딩 구조물의 지진 응답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반면,

MPA를 교량 구조물의 해석에 직접 적용시킬 경우, 각 교각

과 진동모드마다 서로 상이한 역량곡선을 가지게 되어 해석

과정이 매우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

량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단조증가 하지 않는 역량곡선이

발생하여 해석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빌딩 구조물과는

달리 교량 구조물의 경우 각각의 교각에서 발생하는 항복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각마다 상이한 형태의 응답 거동이 발

생할 수 있는 동시에 상부 구조계의 구속으로 인하여 교각

들이 서로의 거동에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량 구조물

의 특징을 MPA가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든 진동모드를 고려하여 구조물

의 지진 응답을 예측하는 기존 MPA의 장점은 변함없이 유

지하면서도, 이론적인 모순이나 제한 조건 없이 성능-기반

설계의 본 취지에 걸맞은 간편한 해석 과정을 통해서 다경

간 연속 교량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역량곡선을

결정할 수 있는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4개의 예제교

량에 대한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해석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MPA와 개선된 새로운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비대칭 교량 구

조물에 대하여 역량요구곡선법을 적용함으로써 해석 과정에

대한 간편성을 확인하고,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 없이 예측한

구조물의 지진응답의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2.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

기존의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Modal Pushover

Analysis; MPA)은 각 모드에 대한 일정한 관성력 분포를

단조 증가시키며 비탄성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역량 곡선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모드별 지진 응답을 구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또한 각 모드별 지진 응답을 모두 합산함으로써

1차 진동 모드뿐만이 아니라 고차 진동모드까지 고려하여 전

체 구조시스템의 지진 응답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지진 하중을 받는 다자유도 비탄성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u}는 지반에 대한 상대변위 벡터, [m]은 질량 행

렬, [c]는 감쇠 행렬, {fs}는 저항력 벡터, {1}은 구조물의

자유도에 대한 단위벡터 그리고 üg은 지반 가속도이다.

식 (1)의 탄성 상태의 모드형상과 우측변 유효지진하중을

각각 {φn}와 {peff(t)}라고 정의하고 Mn ={φn}
T[m]{φn}, Ln

={φn}
T[m]{1}, Γn=Ln/Mn 그리고 {sn}= Γn[m]{φn}의 관계

식을 이용하면 유효지진하중은 식 (2)와 같이 모드별 하중인

{sn}으로 전개될 수 있다.

(2)

따라서, n차 모드의 유효지진 하중 {peff,n(t)}이 가해질 때

의 다자유도 구조계의 운동방정식은 [m]{ü}+[c]{ü}+{fs}=

-{sn}üg(t)이며, 이 관계식은 탄성 구조계에 상응하는 고유

진동주기와 모드형상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비탄성 구조계의

변위를 탄성 구조계의 모드형상 {φn}을 사용하여 비탄성 단

자유도 구조계의 변위 Dn(t)로 전개시키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3)

비탄성 구조계가 탄성 상태의 고유진동주기와 모드형상을

가지며 다른 진동모드들 간의 간섭효과(coupling effect)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식 (3)과 탄성 상태의 고유

진동수 ωn과 감쇠비 ζn을 토대로 단자유도 구조계의 변위

Dn(t)가 지배하는 다음과 같은 n차 모드의 비탄성 단자유도

구조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4)

비탄성 구조물의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식 (4)의 Fsn/Ln과 변형 Dn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탄성 상태에서 구조물의 길이 방향으로 {φn}에 비례하는 변

위만 생기도록 하는 힘의 분포인 {sn
*}=[m]{φn}으로 n차

모드에 해당하는 비탄성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전단력 Vbn

와 특정 위치 r에서의 변위 urn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식

(5)를 이용하여 n차 모드를 대표하는 단자유도의 A-D형식의

역량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다.

(5)

여기서, Mn
*=ΓnLn은 유효 모드 질량이다.

위와 같이 A-D형식의 역량곡선 즉 Fsn/Ln-Dn관계를 정의

하면 식 (4)의 시간이력 해석 혹은 역량요구곡선법을 통하여

단자유도계의 최대 변위 Dn0를 구할 수 있다.

MPA는 탄성 구조계의 모드형상 {φn}이 항복 후에도 변하

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간섭효과(coupling effect)를 무시하여

비탄성 단자유도계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실

제로는 각 모드별로 항복 후 변화하는 강성의 비율(an)이 다

르기 때문에(그림 3(a) 참조) 모드형상 {φ}가 변화하게 되고,

항복전 탄성 모드형상 {φn}을 토대로 유도한 단자유도계 운

동방정식은 진동모드들간의 간섭효과 때문에 항복 후에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n차 모드에만 지배를

받는 식 (4)와 같은 단자유도계 구성방정식을 정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드별 응답의 중첩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모순이 존재한다.

만약 진동모드들간의 간섭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

더라도, 각 모드별 분포하중 {sn
*}를 사용한 비탄성 정적 해

m[ ] u··{ } c[ ] u·{ } f
s
u u·,( ){ }+ + m[ ] 1{ }u··g t( )–=

peff t( ){ } peff n, t( ){ }  sn{ }u··g t( )  

n 1=

N

∑ Γm m[ ] φn{ }u··g t( )–=–

n 1=

N

∑=

n 1=

N

∑=

u t( ){ } un t( ){ }
n 1=

N

∑ Γn φn{ }Dn t( )
n 1=

N

∑= =

D
··
n 2ζnωnD

·
n

Fsn

Ln

------- u··g t( )–   Fsn Dn D
·
n,( ),=+ + φn{ }T fs Dn D

·
n,( ){ }=

An

Vbn

Mn

*
--------

Vbn

ΓnLn

-----------
Fsn

Ln

-------,   Dn

urn

Γnφr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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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곡선(pushover curve)들로부터 얻은 각 역량곡선이 그림

3(a)처럼 진동모드마다 서로 다른 항복전-후의 기울기비 αn

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량 구조물의 경우 항복이 다수의

교각에서 발생하게 되어 교각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형태의

응답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각 교각마다 제각기 다른 역량곡

선을 가지게 되어서 해석 과정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각 모드별 정적해석에 사용하는 {sn
*}는 진동모드의

형상에 따라서 교각마다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항복으로 인한 특정 교각의 큰 변형과 상부 구조

계의 구속 때문에 항복 전과 비교하여 역방향으로 타 교각

들의 변위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단조증가하지 않는 역량

곡선이 그림 3(b)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단조증가

하지 않는 역량곡선이 발생하면 Fsn/Ln-Dn관계를 정의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력해석이나 역량요구곡선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존 MPA를 교량 구조물에 적용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3.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 (Improved

Modal Pushover Analysis; IMPA)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시 기존 MPA 해석법이 전제로 하는

항복 후 변화하지 않는 진동모드 형상 {φn}과 무시 가능한

간섭효과와 같은 가정사항들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탄성 단자유도계 방정식의 유도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오

류를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 해석법의 이와 같은 단점

을 해결하고 해석 과정의 간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항복 후 기울기비 α와 근사 탄성 변형

형상 ua를 도입하였다.

먼저 진동모드 형상 {φn}이 유지되고 간섭효과가 소거되기

위해서는, 선형 구조계의 강성행렬 [k0], 고유진동수 wo와

비선형 구조계의 강성행렬 [k(t)], 고유진동수 ω(t)사이에는

[k(t)]=α(t)[k0], ω2(t)=α(t)ωo
2 의 관계를 만족하는 비례상수

α(t)가 존재해야 하며 그 값은 모드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한다. 즉, 충분히 큰 지진 하중이 가

해질 경우 항복 후 변화하는 α(t)에 의해 강성 행렬 [k(t)]

의 크기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식 (6)과 같이 항복

후에도 진동모드 형상 {φ}는 항복전 진동모드 형상 {φo}와

동일한 값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α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D 형식의 역량 곡선의 항복전-후의

기울기의 비를 나타낸다.

(6)

기존 MPA의 경우 그림 3(a)와 같이 각 모드별로 αn이

존재하므로 식 (6)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고유 진

동 모드 형상 {φo}도 일정하게 유지 될 수가 없고 간섭효

과도 발생한다. 반면, 식 (6)을 만족하는 강성행렬을 가지는

비탄성 구조계일 경우, 운동 방정식에 [φo]
T을 곱하여 강성

행렬을 조사하면 사선요소(diagonal element) 만이 존재하여

간섭효과가 소거되기 때문에 기존 MPA가 갖던 이론적인 모

순 없이 전체 구조계의 구성방정식을 각 모드별 단자유도

구조계의 운동 방정식(식 (4)참조)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빌딩 구조물과 달리 교량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적해

석을 수행할 때, 탄성상태에서는 교각들의 변위 형상 비율이

일정하지만 한 교각이 최초로 항복한 이후에는 교각들의 변

위형상의 비율이 항복전과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식 (6)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복 후에도 교량 전체의 고유 진동

모드 형상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비탄성 정적

해석(pushover analysis)을 수행 한 결과를 보정하여 각 교

각의 변위 형상이 항복 전 형상의 비율로 유지되도록 가정

하였다.

그림 5는 4경간 연속 교량의 상부 구조계와 교각 최상단

의 변형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ue,pier는 임의의 한 교각이

항복에 도달하기 직전의 임계 탄성 변형 형상이며, upier은

교각의 순차적 항복에 따른 전체 구조계의 항복후 변형형상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된 고유 진동모드형상의 유지 조건

k t( )[ ] ω2
m[ ]–( ) φ{ } α t( ) k

0
[ ] ω

0

2
m[ ]–( ) φ{ } 0 φ{ } φ

0
{ }=∴,==

그림 3. MPA의 A-D 형식의 역량곡선

그림 4. 개선된 비탄성 정적 해석법의 A-D형식의 역량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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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복 후 변형 형상을 ua,pier와 같은 근

사 탄성 변형 형상으로 보정 시켜주어야 하며 근사 탄성 변

형 형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7)

여기서, m을 교각의 수라고 할 때 β는 제한조건

를 만족하는 계수값이며, upier_r은

비탄성정적해석 결과 얻게 되는 r번째 교각 최상단의 최종

변위이고 ue,pier_r과 ua,pier_r는 각각 r번째 교각 최상단의 항

복 직전 임계 탄성 변위와 최종적인 근사 탄성 변위를 나타

낸다. 즉, upier_r와 ue,pier_r을 사용하여 upier_r의 보정된 결

과인 근사 탄성 변위 ua,pier_r를 해석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항복 후 기울기비 α와 근사 탄성 변형

형상의 보정을 통하여 MPA 방법의 적용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기본 가정을 항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은 물론, 각 진동모드뿐만이 아니라 각 교각 간에도 역량

곡선의 항복전-후의 기울기의 비 α 값이 모두 일치하게 되

어 해석 과정이 더욱 간편해 진다.

한편 기존의 MPA 해석방법은 각 모드별 분포하중 {sn
*}

를 사용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진동모드 수만큼

의 정적해석이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서 단조증가하지 않는

교각 거동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번의 정

적 해석만으로도 항상 단조증가하는 각 모드별 역량곡선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분포하중 {P}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자유도 탄성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식 (1)참조)의 우

측 변 유효지진하중 {P}를 조합계수 αn, 모드별 하중 {sn}=

Γn[m]{φn} 그리고 단조증가하는 하중계수 γ의 곱으로 가정하

고 정적 해석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탄성상태의 가가속도(Pseudo Acceleration)를 An0라고 할

때 wn
2Dn =γ×an=An0가 식 (8)에서 항상 만족해야 하므로

이 식이 비탄성 구조계에서도 근사적으로 성립한다고 가정

하면, 분포하중 {P}는 탄성상태의 가가속도(An0)와 모드별

하중({sn})의 곱으로 식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9)

위의 분포하중 {P}를 사용하여 하중계수 γ를 단조증가

시키면서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을 그림 6에서와 같이 근사 탄성변형 형상(식 (7)

참조)에 맞게 보정한 후 A-D 형식의 역량 곡선으로 변환시

키면 역량곡선의 y축의 값은 An=Anoγ가 된다. 

한편, Fsn/Ln-Dn관계에서 탄성상태의 기울기는 ωn
2이므로

최초 항복 시점의 하중계수를 γy라고 할 때 모드별 단자유

도계의 항복변위는 Dny=An0γy/ωn
2이며, 최종 하중계수를 γ0,

항복 후 기울기 비를 α라고 하면 최종변위는 Dn0= +

가 된다.

(10)

r번째 교각의 n차 모드에 해당하는 변위 urn0를 모든 모드

에 대하여 합산하면 식 (10)과 같이 r번째 교각의 보정된

최종 변위 ua,ro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r번째 교각의 항

복 변위를 ury= 라고 정의하여

보정된 최종 변위 식을 정리하면 식 (11)과 같은 모든 역량

곡선의 일정한 항복후 기울기 비 α를 얻을 수 있다.

(11)

따라서, 그림 6(a)의 보정된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으로부

터 각 모드별 단자유도계의 항복 변위 Dny와 모든 역량곡선

ua pier_r, βue pier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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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경간 연속 교량의 변형형상과 보정값

그림 6.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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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한 항복후 기울기 비 α를 계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Fsn/Ln-Dn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진동모드의

A-D형식의 역량곡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역량곡선들과

시간이력 해석 혹은 역량요구곡선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거

동을 예측할 수 있다.

4. 예제 해석

4.1 예제 교량 및 입력 지진

이 논문의 수치 해석에는 4가지 종류의 4경간 연속 철

근 콘크리트 교량 모델이 사용되었다. 먼저 좌우 교각의

길이가 같은 대칭 교량을 B12, 교각의 길이가 서로 다른

비대칭 교량들을 B22, B32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량 B32의 상부 구조계의 강성만을 1/10로 변화시키고

나머지 특성은 동일하게 설정한 교량을 B42로 명명하였다.

교량 B32와 B42의 형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된 교량

모델 4가지 중 B12, B22 및 B32의 형상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교대 및 교각과 상부 거더와의 연결은 핀으로

가정하였고, 구조계의 자중은 2.3 tonf/m3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구조계의 비선형 거동은 교각에 집중되는 관계로 교

각의 극한 저항력 산정을 위해 교각단면에서 주철근은

SD40인 D29의 상용철근 198개를 등간격으로 배치 하였으

며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단면 형상은 그림 7

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자유도 교량의 지진에 의한 거동에서 교축 방향의 거동

은 개념적으로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상부 구조계에 의

해 그 거동이 단자유도 구조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교량의 지진시 거동은 교축 직각 방향으로의 비탄성 거동에

의해 지배를 받게된다. 따라서, 대상 예제교량의 경우 연구

의 목적에 따라 교축 직각 방향의 횡방향 거동에 대해 그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량의 경우, 지진하중에 의한 손상이 주로 교각 하부에서

발생하여 항복 후 비탄성 거동을 보이게 되므로 비탄성 거

동을 보이는 각 교각 하단 부분은 소성 힌지를 사용한 비선

형 요소로 모델링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은 선형 요소로 모

델링하였다. 비선형 요소 부분는 모멘트-곡률 관계를 두개의

직선으로 근사화(bilinear)시켜 모델링하였으며, 산정된 비선

형 요소의 물성치는 다음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

표 1에 주어진 값은 상부 구조계의 자중을 집중질량으로 고

려하여 교각의 상부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

여 회전 강성과 항복 곡률을 산정하였다. 예제 교량의 감쇠

비는 Rayleigh 감쇄를 기준으로 감쇠비가 5%가 되도록 설

정하였으며 교량 구조물의 모멘트-곡률의 이력곡선은 실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과 유사한 선형 강성 감소 모

델(bilinear stiffness degrading model)을 사용하였다(Takeda

et al., 1970).

예제교량의 비탄성 정적 해석과 비탄성 시간이력 해석은

OpenSees 1.6.2(The PEER Center, 2005)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고 비탄성 시간이력 해석 결과를 정해로 간주하여 앞에

서 언급한 기존의 해석방법들과 이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된

해석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해석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입력지진으로는 표 2에서와 같이 7개의 지진기록을 기반

으로 하여 인공지진을 생성하였다. 단, 도로교설계기준의 탄

성지진 응답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하여 최고 입력 가속도가

1.0G가 되도록 인공지진을 생성하였으며 각 입력지진은 알

그림 7. 예제 교량의 단면 제원(단위: m)

그림 8. 예제 교량의 기하학적 형상 (단위: m)

표 1. 비선형 요소의 물성치

회전 강성 (EI) 항복 곡률 (φy) 항복 후 강성비 (α)

39805.6 MN-m 0.0036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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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벳 순서를 따라 EQ 1 부터 7까지의 기호를 사용하여 명

명하였다.

4.2 각 해석 방법의 제한조건에 대한 고찰

기존의 해석 방법들과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된 해석법

을 교량 구조물의 해석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대칭 형상의 교량 B32와 교량 B32와

비교하여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약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성이 동일한 교량 B42에 대해서 각 해석방법에 따른 거

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 발생한 Northridge

지진에 의한 피해는 설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Bozorgnia et al., 2004), 표 2의 인공지진들 가운데 대표

적으로 EQ4(Northridge)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각 해석 방법에서 제시된

분포하중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힘-변위 곡선을 얻은 후, 변

환과정을 통해서 Fsn/Ln-Dn관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대표적

인 A-D형식의 역량곡선을 결정하게 되는데 교량 B32와 교

량 B42의 힘-변위 곡선으로부터 역량곡선을 얻는 과정은 서

로 유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교량 B32에 관한 역량곡선만

을 도시하였다.

ESDOF에서 사용하는 등분포 하중을 교량 B32에 가하여

각 교각에 대한 힘-변위 곡선을 구한 뒤 변환과정을 거쳐

A-D형식의 역량곡선을 결정한 결과를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할 수 있다. 한편 PSDOF의 경우는 교량 B32의 전체 유효

모드질량중 2차 모드의 유효모드질량이 약 58.3%를 차지하

기 때문에 2차 모드가 가장 주요한 모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므로 {s2
*}하중을 사용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산정된

힘-변위 관계(pushover curve)를 토대로 그림 10(b)와 같이

역량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다.

앞의 두 방법과 달리 모든 진동모드를 사용하는 MPA 방

법의 경우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량 구조

표 2. 인공지진 생성에 사용된 실제 지진기록

No. EQ 1 EQ 2 EQ 3 EQ 4 EQ 5 EQ 6 EQ 7

Earthquake California El Centro Mexico City Northridge San Fernando San Francisco Taft

Year 1933 1940 1985 1994 1971 1957 1952

Comp. S07E S00E SCTS00E CHAN3 N76W S09E EW

그림 9. ESDOF를 이용한 교량 B32의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 변환

그림 10. PSDOF를 이용한 교량 B32의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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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각 진동모드뿐만이 아니라 각 교각마다 다른 형태의

A-D형식의 역량곡선을 가지게 되고 항복 전 후의 기울기비

α도 제각기 다른 값을 가지게 되어 다른 해석방법에 비교하

여 각 교각의 지진응답을 예측하는 해석과정이 늘어나게 된

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그림 11(b)와 11(f)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단조증가하지 않는 역량곡선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단

조증가하지 않는 역량곡선은 Fsn/Ln-Dn관계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력 해석뿐만이 아니라, 역량요구곡선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 방법(IMPA)을 사용할 경우 간단한 과정을 통해

서 고차모드까지 고려한 적절한 역량곡선을 얻을 수 있다.

분포하중 {P}를 이용한 한번의 정적 해석과 보정을 수행한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pushover curve)을 모든 진동모드에

대한 단조증가하는 역량곡선으로 그림 12와 같이 간단히 변

화시킬 수 있다. 그림 12에서는 교각 1의 힘-변위 곡선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어떤 교각의 힘-변위 곡선을 변환시

키더라도 그림 12(b)와 같은 동일한 역량곡선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한가지 형태의 역량곡선을 사용하여 모든 교각의

지진응답을 간단히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각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역량곡선을 바

탕으로 각 모드별 구성방정식에 대한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

그림 11. MPA를 이용한 교량 B32의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 변환

그림 12. IMPA를 이용한 교량 B32의 비탄성 정적 해석 곡선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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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측한 지진응답을 OpenSees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NHA)을 통한 교량의

실제 거동과 비교하여 각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 MPA의 단조증가하지 않는 역량곡선의 경우 비선형 구

간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선형상태까지만 시간이

력해석을 수행하고 그 이후는 해석을 중지하였다. 

그림 13으로부터, ESDOF를 사용하여 비대칭 교량 B32의

실제 지진거동을 유사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교각의 강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할 경우 해석 대상 구조물이 비대칭 교량이라

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지진응답 예측 결과를 ESDOF

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Zheng et al., 2003)

와 일치한다.

그에 반하여 PSDOF를 이용할 경우 그림 14와 같이 비대

칭 교량 B32의 교각 2와 3의 거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칭형태의 교량 구조물은 1차 진동

모드가 모든 교각들의 전체거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요한

진동모드 하나만을 고려하는 PSDOF도 해당 교량에 대하여

적절한 지진응답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량

B32와 같은 비대칭 형태의 교량 구조물은 각기 다른 진동모

드가 각 교각의 거동을 좌우하게 되어 PSDOF는 비대칭 교

량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MPA를 이용할 경우 그림 11(b)와 11(f)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각 1과 3에서 항복 이후에 정의가 불가능한

단자유도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 5초 이후의 교량 구조물

의 거동은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해석 중단 시

점을 그래프에 표시하였다(그림 15(a)와 15(c) 참조). 단, 교

각 2의 경우 오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거동과 유

사한 주기를 가지는 지진응답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MPA를 교량 구조물의 지진거동 해석에 사

용하기 위해서는 해석 과정의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된 비탄성 정적 해석

법(IMPA)을 사용하여 교량 B32의 시간에 따른 변위를 비

교한 결과를 그림 16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교각 2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하지만 이는 다른 해석방법들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신뢰할만한 교량 B32의 지진

응답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MPA를

이용한다면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교각의 강성보다 상대적

으로 강한 비대칭 교량의 해석에는 제한 사항이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교각의 강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비대칭 교량 B42에 대해서 각 해석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

여 그림 17~20에 나타내었다.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교각의

강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량 B32와는 달리 상

그림 13. ESDOF를 이용한 교량 B3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그림 14. PSDOF를 이용한 교량 B3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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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조계가 교각들의 거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각들은 각

기 다른 주기를 가지는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각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교량 B42의 지진응답을 예측해본

결과, PSDOF와 MPA는 교량 B32의 경우와 유사하게 적절

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개선된 비탄성 정적 해

석법(IMPA)은 모델에 상관없이 신뢰할만한 지진응답을 예측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량 B42에 대하여

ESDOF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거동과는 다른 변위를 예측

한다는 것을 그림 17에서 관찰할 수 있다. 

두 교량 모델의 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DOF를 비대칭 형태의 교량 구조물

에 적용할 때에는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강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가지게 된다. 둘째, PSDOF는 비대칭 형태의 교량 구

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MPA는 단조증가하지 않는 역량

곡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IMPA는 제한사항 없이 비대칭 형태의 교량 구조

물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다.

4.3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의 검증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IMPA)과 모드별 비탄

성 정적 해석법(MPA)의 검증을 위하여 7개의 인공지진을

사용하여 대칭 교량인 B12와 비대칭 교량인 B22의 거동예

측의 오차를 비교해 보았다. MPA의 역량곡선이 단조증가하

지 않는다는 의미(α =음의 값으로 그림 11(b)와 11(f) 참조)

는 해당하는 모드의 단자유도계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

는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역량곡선에 대해

항복후 완전소성 상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α=0)함

으로써 MPA도 교량의 형태에 상관없이 해석의 수행이 가능

하도록 설정하였다.

MPA와 IMPA를 이용하여 결정한 2가지 교량 모델의 역

량곡선의 특성치들을 표 3과 4에 나타내었다. MPA의 경우

진동모드의 개수 N만큼 정적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진

동모드뿐만이 아니라 각 교각마다 개별적인 항복 후 기울기

비 a를 가지는 역량곡선이 결정된다. 반면, IMPA의 경우

한번의 정적해석을 통해서 교각에 상관없이 일정한 역량곡

선을 가진다. 또한 모든 진동모드의 항복 후 기울기비 α가
일정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게 역량요구곡선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각 해석방법으로 구한 표 3과 4의 역량곡선을 이용하여

모드별 단자유도계 구성방정식(식 (4)참조)의 시간이력 해석

을 수행한 뒤, 중첩이론(식 (3)참조)을 사용하여 각 교각의

변위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NHA)을

통한 각 교각의 실제 최대변위를 찾고 그 시점에서의 MPA

와 IMPA로 예측한 각 교각의 변위들을 확인하여 실제 최대

그림 15. MPA를 이용한 교량 B3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그림 16. IMPA를 이용한 교량 B3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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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와 예측 최대변위간의 상대오차를 계산하고 실제 최대

변위에 대한 상대오차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교량의 교각

별로 발생하는 상대오차율을 그림 21과 22에 나타내었다.

단, 대칭교량 B12의 경우 교각 1과 3의 거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각 3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다.

위에서 계산한 각 해석방법의 상대오차와 식 (12)를 바탕

으로 하여, 각 교량의 교각들에 대한 각 해석방법의 평균

오차율(mean square root of square sum)을 계산하여 그림

23과 같이 나타내었다.

(12)

교량의 교각들 중 길이가 길수록 거동 예측 오차가 작

게 발생하며, 대칭 교량 B12보다 B22와 같이 비대칭성이

큰 교량일수록 오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쉽게 그림 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MPA와 비교

했을 때 IMPA의 거동 예측 오차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작

게 발생하며, 특히 MPA의 경우는 교량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방법(α가 음인 경우 α=0으로 치환)에

토대를 둔 것으로 해석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논

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IMPA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5. 역량요구곡선법의 적용

단자유도 구조계의 운동방정식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통

하지 않고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요구곡

선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

방법(MPA)과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 방법(IMPA)

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

비대칭 교량 B22가 EQ4(Northridge EQ)의 동적하중을 받

았을 때 보이는 응답 거동을 역량요구곡선법을 통해서 예측

하였다. 

역량요구곡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 형식의 요구 스

펙트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구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사

용된 기존의 강도 감소계수 Ry는 항복 후 기울기비 α=0~

10%의 특성을 지니는 완전탄소성의 역량곡선만을 고려하였

고(Miranda et al., 1994; Nassar et al., 1991), 그로 인해

서 요구 스펙트럼의 형식도 A-D형식이 아닌 Ay-D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Chopra et al., 1999). 하지만, 단자유도계의

항복후 기울기비는 기존의 강도 감소계수 Ry가 고려했던 α
의 범위인 α=0~0.1을 많이 벗어난다는 사실을 표 3과 4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강도 감소계수를 사용하

여 얻은 Ay-D 형식의 요구 스펙트럼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

단되어 이 논문에서는 단자유도계를 직접 해석함으로써 얻은

Error  Rate MSRSS( ) 1

NEQ

----------  
Relative Error( )n

NHA( )n
------------------------------------------

⎩ ⎭
⎨ ⎬
⎧ ⎫

2

n 1=

NEQ

∑=

그림 17. ESDOF를 이용한 교량 B4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그림 18. PSDOF를 이용한 교량 B4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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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와 µ에 대한 A-D 형식의 요구 스펙트럼을 이용하였다.

MPA를 이용하여 역량요구곡선법을 B22교량에 적용시킨

결과를 그림 24~26이 나타내고 있다. 각 그림들은 교각의

각 진동모드가 가지는 항복후 기울기비 α에 대한 A-D 형

식의 요구 스펙트럼을 µ에 대해서 구하고 각 요구 스펙트

럼과 해당하는 역량 곡선을 겹친 뒤 연성도가 일치하는 각

모드별 최대 변위 Dn0를 찾은 결과들이다. α의 크기에 따라

서 요구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교각과 진동모드

별로 항복 후 기울기비가 다른 결과를 주는 MPA(표 3 참

조)를 이용할 경우 역량요구곡선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상당

히 늘어나게 되는 것을 그림 24~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IMPA의 결과를 역량요구곡선법에 적용시켰을 경우

는 그림 27과 같이 간단한 결과를 나타낸다. IMPA의 경우

모든 교각들이 동일한 역량곡선을 지니고, 교량 B22의 각

진동모드가 동일한 항복후 기울기비 α=0.407을 가지기 때문

그림 19. MPA를 이용한 교량 B4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그림 20. IMPA를 이용한 교량 B42의 시간이력해석 비교
(Northridge EQ)

표 3. MPA의 A-D형식 역량곡선 특성치

교량모델 교각 진동모드
초기 기울기

(ωn
2)

항복변위
(Dny)

항복 후 기울기비
(α)

B12

1

1st mode 13.254 0.1773

0.323

2 0.369

3 0.323

1

3rd mode 65.629 0.5725

0.485

2 완전소성 가정

3 0.485

B22

1

1st mode 15.363 0.1699

0.325

2 0.420

3 0.516

1

2nd mode 45.770 0.1761

0.325

2 0.414

3 완전소성 가정

1

3rd mode 90.225 0.1074

0.391

2 완전소성 가정

3 0.851

표 4. IMPA의 A-D형식 역량곡선 특성치

교량모델 진동모드
초기 기울기

(ωn
2)

항복변위
(Dny)

항복 후 기울기비
(α)

B12
1st mode 13.254 0.1562

0.350
3rd mode 65.629 0.0677

B22

1st mode 15.363 0.1299

0.4072nd mode 45.770 0.0678

3rd mode 90.225 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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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표 4 참조) α=0.407에 대한 한가지 종류의 요구 스펙트

럼만으로 역량요구곡선법의 적용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그

림 27과 같이 하나의 요구 스펙트럼에 교각별로 동일한 모

드별 역량곡선을 한번에 겹쳐서 연성도가 일치하는 각 모드

별 최대 변위 Dn0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림 24~27과 같이, 각 진동 모드별로 Dn0를 구하여 각

모드별 최대변위 Urn0=ΓnφrnDn0를 계산한 뒤, SRSS를 사용

하여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교량 B22의 교각들의 최

그림 21. 교량 B12의 예측된 최대 변위값의 상대오차율

그림 22. 교량 B22의 예측된 최대 변위값의 상대오차율

그림 23. 교량의 교각별 최대 예측 변위값의 평균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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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위(Upier_r)max를 표 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교량 B22의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 결과(NHA)의 최대변위와 비교해 보

면, MPA와 IMPA 모두 시간이력 해석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조물의 실제거동과 매우 흡사하게 최대 변형을 예측할 수

있으며, 교각 1에 대한 IMPA의 최대 변위 예측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무시 가능할 정도의 작은 오차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 역량요구곡선법을 사용할

그림 24. 교량 B22의 교각 1에 대한 MPA의 역량요구곡선법

그림 25. 교량 B22의 교각 2에 대한 MPA의 역량요구곡선법
그림 26. 교량 B22의 교각 3에 대한 MPA의 역량요구곡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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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MPA와 IMPA 두 가지 해석방법 모두 교량 구조물의

실제 거동과 유사한 최대 변형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MPA를 역량요구곡선법과 함께 사용할 때 MPA보다

한결 더 간편한 해석 과정을 통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교량

의 최대 변형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간편함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요구곡선법의 본 취지를 IMPA가 잘 반

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PA의 경우 교량에 따라서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α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법의 안정성은 IMPA에서 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다경간 연속 교량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간

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역량요구곡선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역량 곡선을 결정하는 개선된 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량

구조물의 역량 곡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해석 방법들의 단

점과 제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방법

과 함께 시간이력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시

간이력 해석과 역량요구곡선법을 통하여 기존의 모드별 비탄

성 정적 해석 방법(MPA)과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

방법(IMPA)의 예측 결과를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 결과

(NHA)와 비교 분석 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해석방법들은 교량 구조물에 적용될 때에 제한조

건을 가진다. 등가단자유도법(ESDOF)을 사용하여 상부

구조계의 강성이 약한 비대칭 형태의 교량 구조물의 지진

거동을 예측할 경우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며, 개선된 단자

유도법(PSDOF)은 비대칭 형태의 교량구조물의 거동예측

시에는 큰 오차를 가진다. 모드별 비탄성 정적 해석법

(MPA)은 단조증가하지 않는 역량곡선을 발생시키기 때문

에 수정사항 없이 교량 구조물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2. 기존의 해석방법들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방

법은 교량 구조물의 특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해

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항복 후 기울

기 비 α와 근사 탄성변형 형상을 도입함으로써 비선형

거동에 의한 간섭 효과(coupling effect)를 소거하여 구조

물의 변위 예측방법에 모드별 합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론적으로 가능한 배경을 명확히 하였다.

3. 이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방법은 한번의 비탄성 정적 해석

을 통해서 모든 진동모드의 역량곡선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과정이 더욱 간편화 되었다는 장점뿐만이 아

니라, 주요한 하나의 진동모드와 더불어 고차 진동모드까

지 모두 고려하여 지진응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 이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 교량 구

조물의 역량곡선들은 일정한 항복후 기울기비 a를 가지는

동시에 교각마다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력 해석뿐

만이 아니라 역량요구곡선법을 이용한 교량 구조물의 지

진응답 평가 시에 필요한 해석과정이 매우 간단하다.

5. 이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방법을 시간이력해석 혹은 역량

요구곡선법과 함께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교량의 지진

응답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비대칭성이 극히 큰

교량의 교각(인접한 교각의 길이가 2배 이상 될 경우)들

중 길이가 짧은 교각에 대한 지진응답의 예측은 25% 이

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교량의 특정

위치에 대한 해석방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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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교량 B22에 대한 IMPA의 역량요구곡선법

표 5. 역량요구곡선법의 교량 B22에 대한 최대 변위 예측 (단위: m)

교각 진동모드
NHA MPA IMPA

(Upier_r)max Dn0 (Upier_r)max Dn0 (Upier_r)max

1

1st mode

0.114

0.369

0.112

0.364

0.1052nd mode 0.216 0.192

3rd mode 0.137 0.131

2

1st mode

0.316

0.363

0.311

0.364

0.3072nd mode 0.215 0.192

3rd mode 0.151 0.131

3

1st mode

0.445

0.361

0.444

0.364

0.4452nd mode 0.226 0.192

3rd mode 0.13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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