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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design specification has been advanced with preventing earthquake disaster in Korea because of 
increasing occurrence of large size earthquake. A composite plate with ductile fiber is proposed, which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built tunnel in both strength and ductility. This study is to focus to verify the effect of 
strengthening of existing tunnels which is built without earthquake type load scenario, so that it can provide the 
safety of existing urban subway system against earthquakes.

1. 서론

  도시철도 개착식 터널 구조부재의 내진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복합재료를 이용한 보강재를 개발하였

으며 개발된 보강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석법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복합재

료의 보강전 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선형 등가정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을 고려한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하여 복합재료 보강재가 얼마만큼의 보강효과를 가지는지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비선형 등가정적해석

  구조물이 보유한 성능산정에 있어 선형(탄성)해석은 구조물의 탄성능력과 처음으로 발생되는 항복을 

예측할 수 있으나, 항복이 진행되는 동안의 붕괴기구 예측이나 하중의 재분배 등을 고려할 수 없다. 따

라서 비선형(비탄성)해석의 결과를 이용한 보유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진기록을 사용하는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비실용적인 방법이므로 단순화된 비선형 등가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2.1 Pushover해석

  비선형 등가정적해석은 일방향 가력해석(Pushover analysis, NSA)라고도 하며, 다양한 구조요소가 

단계적으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항복하는 구조물의 비선형 응답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증가하는 정적하중을 사용한 

정적 일방향 가력해석이며, 이는 변위 증가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표현한다. 비선형 등가정적해석에서

는 수평하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며, 구조물이 불안정해지거나 사전에 미리 설정된 한계상태(목표변위)

에 도달할 때까지 해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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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ncrete 비선형 재료모델

  콘크리트의 솔리드 요소에 적용시킨 구성 모델은 압축과 압축 상태의 콘크리트의 파괴 거동을 알 수 

있는 콘크리트 손상 소성모델(Concrete 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콘크리트

의 손상 거동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모델로 구속압력상태의 인장강화, 압축연화, 강성손상과 소성팽창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적용 모델의 일축 응력-변형률 관계이다. 인장 손상지수는 

로 압축손상지수는 로 표시하였다.

(a) 인장거동                              (b) 압축거동

그림 1. 콘크리트 손상 소성 모델의 일축 거동

3. 개착식 터널의 내진성능보강시스템의 성능 검증

개착식 터널의 동적 내진성능 보강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착식 터널모델에 대하여 보강전후의 내진

성능을 ABAQU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1 보강전 개착식 박스터널의 비선형 등가정적해석

  개착식 터널의 동적 내진성능 보강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선릉역~강남역 구간의 개착식 터널 구조

물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2는 터널 구조물의 단면도이다.  개착식 터널의 비선형 등

가 정적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선릉-강남구간의 터널의 실제 크기를 적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콘

크리트와 철근을 모델링을 하였다.

(a) 콘크리트 (b) 철근

그림 2. 대상 터널 구조물의 단면도 그림 3.  터널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모델링

  터널 구조물은 기둥 2개를 포함한 구간으로 길이는 6m이며, 콘크리트와 철근에 적용된 비선형 재료

모델은 앞 절에 명시된 재료 구성모델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는 2007년 개정된 콘크리트 탄성계수 

26Gpa과 압축강도 21Mpa을 적용하였고 철근은 탄성계수 200Gpa과 항복강도 300Mpa을 적용하였다.

3.2 유한요소 해석방법

  터널 구조물의 비선형 등가정적 해석을 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고유치 해석(Eigenvalue Analysis)을 

수행하여 고유치 벡터를 산정하였다. 그림 4는 처음 네개의 모드이며 각각의 주기는 39.33~202.02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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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3 rad/sec   2=157.68 rad/sec   3= 207.53 rad/sec   4=202.02 rad/sec

그림 4.  터널의 모드 및 주기

 

  첫번째 모드에서 나타난 고유치 벡터를 근거로 그림 5와 같이 최대하중 4500kN의 횡하중이 작용하

도록 등가정적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최상단부의 변위와 하단부의 반력을 산출하여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결정하였다.

그림 5. 구조물에 적용된 등가정적 하중

3.3 보강전 구조물 해석결과

  비선형 등가정적 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분포 및 응력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7은 최종 하중

단계에서 발생되는 철근의 응력도이며 그림 8은 터널의 상단부 횡변위와 하단부의 반력을 산출하여 하

중-변위 이력곡선으로 나타내었다.

  

   (a) 콘크리트의 균열분포 (b) 콘크리트 응력분포

그림 6. 콘크리트의 균열 및 응력 분포

그림 7. 철근의 응력분포 그림 8. 하중-변위 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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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의 균열분포는 터널구조물의 벽체의 상하단 모서리부와 기둥의 상하부에 휨균열이 크게 진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벽체의 하단 가장자리 및 상단 헌치부에서는 초기 휨균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균열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둥의 경우 기둥 중앙부와 달리 상하부 거

더와 기둥이 만나는 경계지역에서 휨균열이 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보강후 개착식 박스터널의 비선형 등가정적해석

  3.4.1 성능 보강시스템

  앞에서 수행되었던 보강전의 개착식 터널에 대하여 복합재료 보강판을 기둥 상하부에 보강하였으며, 

복합재료 보강판과 보강된 개착식 터널 유한요소 모델링은 그림 9와 같다.

(a) 내진성능보강시스템 (b) 터널 구조물에 보강된 복합재료 보강판

그림 9. 내진성능보강시스템과 보강된 개착식 터널 구조물

  보강전 개착식 터널과 동일한 단면제원과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 물성치를 사용하였으며 기둥에 보

강된 복합재료 보강판 높이는 기둥의 위험단면 길이를 적용하여 보강하였다. 복합재료 보강판 재원은 

표.1과 같다. 단면-1과 단면-2에 대하여 각각 보강판의 두께를 3mm, 5mm, 7mm 로 보강한 개착식 터

널로 모델링 하였다.

품목 단면
Yield Stress

(Mpa)

Modulus

(Mpa)

Elongation

(%)

Hyperglass-AL

유공판
1012×412×960mm 356.41 29887.6 3.33

표1. 복합재료 보강판 재원

  해석방법은 앞의 개착식 터널에 적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비선형 등가정적 해석을 적용하였으며, 

보강된 개착식 터널의 하중-변위 이력거동 및 균열분포, 철근 및 보강재의 응력분포를 확인하였다.

  3.4.2 보강된 구조물의 해석결과

   (가) 복합재료 보강판 두께 3mm

  그림 10은 보강된 터널 구조물의 비선형 등가정적 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분포, 응력분포도 및 철

근의 응력분포도이다.

그림 10.  콘크리트의 균열, 응력분포 및 철근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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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균열분포는 터널구조물의 벽체의 하단 가장자리 및 상단 헌치부에서 휨균열이 크게 진행되

어 있으며, 보강후 상부 거더와 접하고 있는 헌치부의 균열분포가 억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의 경우 상하부 거더와 기둥이 만나는 경계지역에서 휨균열이 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

부 경계면에서의 균열분포는 감소하고 하부 경계면에서의 균열분포가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

둥의 경우 상하부 거더와 접하는 경계부에서 압축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등가

정적 하중에 대한 철근의 응력분포는 벽체 상하단 모서리부와 기둥의 상하부 거더와 만나는 경계지역에

서 인장 철근의 응력이 가장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에서는 보강판에 작용하는 최대응력은 420Mpa로 기둥에 작용하는 응력을 보강판이 분담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12는 터널의 상단부 횡변위와 하단부의 반력을 산출하여 하중-

변위 이력곡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1. 복합재료 보강판 응력분포
그림 12. 3mm 보강된 구조물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나) 복합재료 보강판 두께 7mm

  그림 13은 복합재료(t=7mm) 시스템으로 보강된 터널 구조물의 비선형 등가정적 하중에 대한 콘크리

트 균열분포, 응력분포도 및 철근의 응력분포도이다.

콘크리트 균열분포는 터널구조물의 벽체의 하단 가장자리 및 상단 헌치부에서 휨균열이 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강후 상부 거더와 접하고 있는 헌치부의 균열분포가 억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의 경우 상하부 거더와 기둥이 접하는 경계부에서 휨균열이 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의 응력의 경우 벽체의 하단 가장자리 및 상단 헌치부에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기둥의 경우 상하부 거더와 접하는 경계부에서 압축응력이 크게 작용하고, 보강후 기둥의 중앙부로 

응력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선형 등가정적 하중에 대한 철근의 응력분포는 콘크리트 

응력분포와 같이 벽체 상하단 모서리부와 기둥의 상하부 거더와 만나는 경계지역에서 인장 철근의 응력

이 가장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응력이 집중되어 철근의 항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콘크리트의 균열, 응력분포 및 철근의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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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복합재료 보강판 응력분포 그림 15. 7mm 보강된 구조물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그림 14는 복합재료 보강판의 응력분포이다. 보강판에 작용하는 최대응력은 300Mpa로 기둥에 작용하

는 응력을  보강판이 분담하여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15는 터널의 상단부 횡변위와 하

단부의 반력을 산출하여 하중-변위 이력곡선으로 나타내었다.

4. 결론

  개착식 터널의 복합재료 보강전과 3mm, 5mm, 7mm 두께의 보강판으로 보강된 비선형 등가정적해석

의 결과는 표2 및 그림 16같다. 보강되지 않은 터널의 경우 변위 78.54mm에서 최대하중 2719.58kN을 

나타내었으며 복합재료 보강판으로 보강되었을 경우 3mm, 5mm, 7mm에 관하여 하중은 각각 3%, 6%, 

5% 증가하였다. 변위비는 3mm. 7mm로 보강된 경우 2%, 1%,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5mm의 경

우 7%증가한 변위량을 나타냈다. 상기와 같은 해석적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하여 복합재료판을 이용

한 개착식 터널구조물의 연성보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Standard
Reinforced

3mm 5mm 7mm

최대하중
(kN)

2719.58 2819.01 2872.13 2843.08

하중비 1 1.03 1.06 1.05

최대하중시
변위(mm)

78.54 77.34 83.99 77.81

변위비 1 0.98 1.07 0.99

표 2. 개착식 터널의 비선형 등가정적해석 결과

그림 16. 구조물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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