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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도 많은 지진으로 내진 설계와 내진

성능을위해 연구개발을하며관련 기술의발전으로

교량받침의 내구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 되었지만,

공용기간 증가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체 및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1-3]. 특히

교량받침의수명을연장시키기위해서는교량의거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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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 교체에 따른 보자리 구조 안전성 평가

Evaluation on Structural Safety for Bearing seat 
according to Replacement of Bridge Bearing

최정열*, 이희광**, 정지승*

Jung-Youl Choi*, Hee-Kwang Lee**, Jee-Seung Chu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밀 3차원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수직하중(받침설계하중)과 수평하중(지진시 발생되는 수평

력)을 적용하여 교량받침 교체시 보자리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존 콘크리트와 교량받침 교체

로 인해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의 응력 및 용접된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위 결과를 수치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수치해석결과, 수평력 및 보자리 높이 증가는 신구콘크리트 경계면의 발생응력의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파괴)

및 내부 철근연결부의 응력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자리 높이 증가는 수평력의 크기와 직접적

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받침 용량에 적합한 보자리 높이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자리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크기와 보자리 높이와의 상관관계를 변수로한 받침교체공사 가이드라인을 도표로 제시하여 교량

받침 용량에 적합한 보자리 높이 설정 및 보강유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량받침, 보자리, 구조 안전성, 내진성능, 유한요소해석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bearing support was analysed by applying the vertical load 
(bearing design load) and horizontal load (horizontal force generated during an earthquake) using a precise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The results of stress and displacement of newly-poured concrete and welded 
rebars were confirmed numerically.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horizontal force and the 
height of the beam causes the concrete cracking and the stress increase of the rebar connections due to the 
increase of the stress at the new concrete interface.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increase in the height of 
bearing support is directly related to the horizontal forc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earing support height 
appropriate for the bearing support capacity. It was proposed that a method of setting the height of the bearing 
support suitable for the bearing capacity and determining the reinforcement by presenting the guideline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orizontal force acting on the bearing support and its height.
Key words :Bridge Bearing, Bearing Seat, Structural Safety, Seismic Performance,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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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적절한받침형식및용량선정과정밀시공을하는

것이가장중요하다[1-3]. 받침 교체가불가피한경우받

침콘크리트철거와지압보강철근제거후신규받침을

설치하고지압철근을재설치하여무수축콘크리트를타

설한다[1-3]. 지압철근재설치시공간협소와불완전한

시공으로 받침의 내진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취

약부 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관련기준이 미 정립된 상태

이다. 본 연구는 교량받침 교체시 받침부 보자리 시공방

법이현행교량받침설계하중에적절한지검토하고수직

하중과수평하중으로인한교량받침의안전성및내진성

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콘크

리트와 교량받침 교체로 인해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 의

응력및변위와기존및새로배근된철근에발생하는응

력및변위결과를통해보자리구조안전성을평가하였

다.

Ⅱ. 교량받침 교체 시공 및 현황

기존교량에서받침교체작업을할때나타나는문제

점중손상된받침을교량구조물에서분리하는것과받

침하부판과받침지지용앵커볼트가직접접촉되어있

어 받침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이다. 이때 지압 철근 보강

제를모두절단하고받침교체후지압철근보강제를용

접하고 무수축 몰탈을 타설하고 시공을 마무리한다. 교

량받침 교체 시공현황은 그림 1과 같다[7].

(a) Bridge raise work (b) Concrete breaking

(c) bearing rebar remove (d) Bridge bearing install

(e) bearing rebar install (f) form install

(g) Concreting (h) Completed

그림 1. 교량받침 시공 현황
Figure 1. Bridge bearing construction status

Ⅲ.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해석대상을 모델

링 하였고 교량받침과 받침하판은 LUSAS Slideline의

Tied 기능을 사용하여 받침하판에 재하되는 수직 및 수

평하중이교량받침에모두전달될수있도록구성하였다

[4-6]. 기존철근과새로배근된철근은용접된것으로가

정하여 절점을 공유하도록 모델링 하였고, 철근과 콘크

리트 역시 절점을 공유하여 응력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4-6]. 받침앵커역시콘크리트와일체된것으로가정하

여절점을공유하도록모델링하였다[4-6]. 해석모델에서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의 높이에 따라 Model A(125mm),

Model B(200mm), Model C(300mm)로모델을각각구성

하여 결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받침에 발

생하는응력및변위를검토하기위해 3차원 Stress 요소

와 Bar요소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4-6]. 해석단면과모

델링은 각각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으며 해석에 사용된

재료특성과 조건은 각각 표 1 및 그림 4와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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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Side view
그림 2. 해석단면도
Figure 2. Schematics of analyzed section

그림 3. 수치해석 모델링
Figure 3. Finite element modeling

교량받침 하단을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구속을 설정

하였다. 포트와 교량받침 접촉부는 모든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Slideline의 Tied를 적용하였다[4-6]. 이때, 포

트는 일반 강재의 1,000배 수준의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상부 구조물의 수직하중을 모두 교량받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7].

표 1. 보자리 유한요소해석 적용제원
Table 1. Parameters of numerical analysis

Properties
Old

concrete
New
concrete

Rebar Anchor

Young’s
Modulus
(kN/mm2)

25.81101 27.5367 200 200

Poisson’s
Ratio

0.2 0.2 0.3 0.3

Density
(kt/mm3)

7.8e-12 7.8e-12 7.8e-12 7.8e-12

(a) Material properties (b) Boundary condition

(c) Vertical force (d) Lateral force
그림 4. 재료, 경계 및 하중조건
Figure 4. Material, boundary and loading condition

구조물의 자중과 수직하중(5,000kN)을 각각 정의 하

였으며, 구조물 자중은 해석모델 전체에 적용하되, 수직

하중은받침부하판에적용하고받침콘크리트에전달되

도록 하였다[7]. 수평하중은 받침 하판에 횡방향(X방향)

으로 1,000∼3000kN을 적용하였다[7].

또한 해석모델의 받침부 하판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Load case 1∼4로 구분하였으며 LC1은 고정하중, LC2는

고정하중과 수평하중(1000kN), LC3은 고정하중과 수평

하중(2000kN), LC4는 고정하중과 수평하중(3000kN)으

로 적용하였다[7].

Ⅳ.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자리 높이별 수평력 작용 시 발생하

는 응력을 검토하였다. 그림 5는 신 콘크리트와 구 콘크

리트 받침부의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

해석결과예를나타낸것이다[7]. 또한신콘크리트받침

부의하중조건에따라그림 6은수평방향, 그림 7은수직

방향 최대 인장 및 압축응력을 나타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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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oncrete (Sx) (b) New concrete (Sz)

(c) old concrete (Sx) (d) Old concrete (Sz)
그림 5. 콘크리트 받침부 응력해석결과 예 (Model B, LC4)
Figure 5. Stress analysis results(Model B, LC4)

(a) Tensile stress

(b) Compressive stress
그림 6. 신 콘크리트 받침부 (Sx)
Figure 6. New concrete bearing seat (Sx)

신콘크리트보자리구조응력검토결과, 하중조건별로

Model A∼Model C를 비교하였으며 받침부의 수평방향

인장응력에서Model A의 LC1∼LC3와 수직방향인장응

력에서 Model B의 LC1∼LC3을 제외한 수직방향 및 수

평방향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신 콘크리트 받침부의 수평력이 작용함에

따라보자리높이가증가하였을때수직방향응력집중부

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보자

리의 높이가 신 콘크리트 받침부에 발생하는 수직방향

인장응력에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a) Tensile stress

(b) Compressive stress
그림 7. 신 콘크리트 받침부 (Sz)
Figure 7. New Concrete Bearing Seat (Sz)

구 콘크리트 받침부의 하중조건에 따라 모델별로 각

각 그림 8은 수평방향, 그림 9는 수직방향으로 받침부에

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응력 및 최대 압축응력결과 값을

나타냈다[7].

구 콘크리트보자리구조응력검토결과, 하중조건별로

Model A∼Model C를 비교하였으며 받침부의 수평방향

인장응력과압축응력의경우보자리높이가증가함에따

라 발생 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방향 인장응력의 경우 수평방향과 다르게

불규칙한 패턴의 해석치가 나타났으며 압축응력의 경우

보자리높이가증가함에따라해석치가감소하는경향으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수평력이 작용함에 따라 보자리 높이가 증

가하였을 때 구 콘크리트의 수직방향 응력 집중부의 위

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보자리의

높이가 구 콘크리트 받침부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 압

축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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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le stress

(b) Compressive stress
그림 8. 구 콘크리트 받침부 (Sx)
Figure 8. Old concrete bearing seat (Sx)

(a) Tensile stress

(b) Compressive stress
그림 9. 구 콘크리트 받침부 (Sz)
Figure 9. Old concrete bearing seat (Sz).

그림 10은 철근의수평방향으로발생하는인장응력해

석결과 예를 나타낸 것이다[7]. 하중조건에 따라 모델별

로그림 11에수평방향으로발생하는최대인장응력결과

값을 나타냈다[7].

(a) LC1 (b) LC2

(c) LC3 (d) LC4
그림 10. 철근 응력해석결과 예 (Model B, Sx)
Figure 10. Rebar stress analysis results (Model B, Sx)

그림 11. 철근 인장응력 (Sx)
Figure 11. Rebar tensile stress (Sx)

철근 응력검토결과, 보자리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응

력은다소감소하거나거의일치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 수평력이 작용함에 따라 보자리 높이가 증가

하였을때철근에작용하는응력집중의위치가변화되며

응력 집중부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자리 구조의 높이별 수평력 작용 시

발생하는변위를검토하였다. 그림 12는 신, 구 콘크리트

받침부의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해석결과

예를나타낸것이다[7]. 또한신콘크리트받침부의하중

조건에따라모델별로그림 13에수평방향과수직방향으

로 발생하는 받침부의 최대 변위결과 값을 나타냈다[7].

신 콘크리트의변위검토결과, 수평력이작용함에따라

보자리높이가증가하였을때수평방향과수직방향변위

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보자리 높이

가 신 콘크리트 받침부에서 발생하는 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콘크리트 받침부

의 하중조건에 따라 모델별로 그림 14에 수평방향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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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향으로받침부의발생하는최대변위결과값을나타

냈다[7].

(a) New concrete (Dx) (c) New concrete (Dz)

(b) Old concrete (Dx) (d) Old concrete (Dz)
그림 12. 변위해석결과 예 (Model B, LC4)
Figure 12. Displacement analysis results (Model B, LC4)

(a) Displacement (Dx)

(b) Displacement (Dz)
그림 13. 신 콘크리트 받침부
Figure 13. New concrete Bearing seat

구콘크리트역시수평력작용시보자리높이증가에

따라 수평 변위가 증가하였으나 수직 변위는 다소 감소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 수평력작용시보자리

높이가 증가하면 구 콘크리트 받침부 수평방향 변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소하며, 수직방향 변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Displacement (Dx)

(b) Displacement (Dz)
그림 14. 구 콘크리트 받침부
Figure 14. Old concrete bearing seat

그림 15는 철근의 변위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하

중조건별로 그림 16에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발생하

는 최대변위결과 값을 나타냈다[7].

(a) LC1 (Dx) (c) LC4 (Dx)

(b) LC1 (Dz) (d) LC4 (Dz)
그림 15. 철근 변위해석결과 예 (Model B)
Figure 15. Rebar displacement analysis results (Model B)

철근변위검토결과, 하중조건별로Model A∼Model C

를비교하였으며철근변위의경우수평방향과수직방향

모두 보자리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 해석치는 증가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753-760.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759 -

(a) Displacement (Dx)

(b) Displacement (Dz)
그림 16. 철근변위 검토결과
Figure 16. Rebar displacement

분석결과, 철근의 수평력이 작용함에 따라 보자리 높

이가증가하였을때수직및수평방향최대변위의위치

가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보자리 높이

가 철근 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력의 크기와 보자리 높이와의 상

관관계를 변수로 한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자리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7].

표 2. 보자리 구조 안전성 비교 결과
Table 2. Bearing seat structural stability comparison results

Model type
Lateral force

1,000kN 2,000kN 3,000kN
A(125mm) OK OK NG
B(200mm) OK NG NG
C(300mm) NG NG NG

교량받침 교체시공에 따른 보자리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기존교량받침교체시공시신규받침의설치를위

해 보자리 콘크리트와 기존 철근을 제거하는 방법은 신

구 콘크리트 경계면의 발생응력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자리 높이 증가는 수평력

작용시 보자리 신구콘크리트 경계면의 발생 응력 증가

및이에따른콘크리트파괴를초래할수있는것으로분

석되었다.

Ⅴ. 결 론

본연구는 현장여건을반영한 3차원 정밀수치해석모

델을 이용하여 교량받침 교체 시공에 따른 보자리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현행시행중인교량받침교체공사에대한현황분석

결과, 기존 교량받침 보자리의 콘크리트 및 철근 일부를

제거하고새로운부재를설치하는과정이불가피한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존 교량받침과 신규받침의 높이

차에 따라 보자리의 높이가 일부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치해석결과, 수평력및보자리높이증가는신구

콘크리트경계면의발생응력의증가에따른콘크리트균

열(파괴) 및 내부철근연결부의 응력증가를초래하는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자리 높이 증가는 수평력의

크기와직접적인상관관계가있으며받침용량에적합한

보자리 높이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보자리에작용하는수평력의크기와

보자리 높이와의 상관관계를 변수로한 받침교체공사 가

이드라인을도표로제시하여교량받침용량에적합한보

자리 높이 설정 및 보강유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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