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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eismic structural reinforcement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estimated seismic performance of  

underground box structures in urban railway, and displacement based design method was developed to enhance 

seismic performance of structures.

New seismic reinforcement design method is proposed and compared with existing design methods. And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developed design methodology through a design exampl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at methods. 

1. 서론

탄성설계방법으로 시작한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지진발생의 불확실성과 대형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과다설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

며 최근 구조물에 관한 내진설계는 기존의 강도설계개념보다 성능설계개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성능 기반 설계법에서는 변위를 구조물의 성능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변위 기반 설계법이라

고하며 구조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크기의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성능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므로 변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변위 응답스펙트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비선형 거동하에서 구조물의 목표성능 구현은 강도보다는 변위가 더 지배적이

므로 구조물의 성능에 기초한 변위 기반 설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변위가 되고, 목표변위에 대하

여 주어진 지진하중하에서 대상구조물이 정해진 변위의 범위 아래서 거동하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에

서는 변위 기반 설계법 중 직접변위기반 설계법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최대 설계지반 가속도에 대한 

보강두께를 결정하고, 결정된 보강 두께를 적용하여 보강전후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직접변위기반 설계법

직접변위기반 설계법(Direct Displacement Based Method, DDBM)은 Kowalsky등(1995)이 제안한 

방법으로 부재의 비선형 거동을 유효탄성계수법에 의해 단순화한다. 단자유도 시스템에 대한 손상을 변

형률에 의한 변위한계로 나타냄으로써 지진하중에 대해 의도된 한계상태를 얻을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

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탄성설계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하고, 초기에 가정된 목표변위가 설계시에 직

접적으로 고려되므로 반복수행시 각 감쇠비(Damping ratio)에 따른 변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목표변위의 유효주기를 구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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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강 두께 결정을 위한 변위기반 내진설계의 알고리즘

단면보강으로 성능이 개선된 기둥 부재의 목표 변위를 기준으로 보강 두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래

와 같이 직접 변위기반 설계법에 의한 전체적인 절차와 흐름도를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변위기반 설계법 절차 >

① 시스템의 항복변위  을 가정한다.

② 소성회전각  를 가정한다. 

③ 설계변위  와 연성도 를 구한다.

④ 연성도와 등가감쇠비 그래프를 이용하여 강성비 

값을 추정한다.

⑤ 설계 연성도부터 등가 감쇠비  와 유효 감쇠비 

 를 산정한다.

⑥ 유효 감쇠비  를 이용하여 작성된 변위응답스펙

트럼에서 목표변위  에 해당하는 유효주기 

를 읽는다.

⑦ 극한강도는 설계변위에 의해서 결정한다.

⑧ 항복강도는 연성도와 항복 후의 강성비  및 극한

강도 를 이용하여 구한다.

⑨ 요구되는 항복강도에 대한 보강 두께 를 결정한

다. 부재의 휨 및 전단 강도에 의해 결정되며 보

강된 구조물의 유효탄성강성 와 항복변위  를 

산정한다. 

⑩ 초기에 가정한 항복변위와 ⑨의 항복 변위를 수렴

할 때까지 반복한다. < 그림 1> 변위기반 설계 흐름도

3. 직접변위 설계법 적용

직접변위 설계법을 적용하여 기둥 부재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설계를 수행하였다.  대상 기둥은 경계

조건에 의해서 단곡률과 복곡률로 구분되어 수행하였다.

3.1 단곡률 해석을 통한 설계법 적용

직사각형 단면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 부재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대상구조

물을 단면보강방식으로 보강된 경우에 대한 변위

기반 내진성능설계 적용 예를 수행하였다.  대상

구조물의 기둥부 단면은 400 ×400 ×3300mm이

며 상하부 슬라브의 두께는 450mm이다. 

대상 구조물을 적용하여 변위기반 설계법에 따

라 보강 두께를 설계하였다. 표 1은 변위기반 설

계절차로 반복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변

위기반 설계법의 절차에서 계산된 유효감쇠비는 

각각   ,   이며 가속도, 속도, 

변위 증폭계수는 표2와 같다. 이를 적용한 최대 

지반가속도에 대한 설계스펙트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대상 구조물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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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위기반 설계절차의 결과 

No.

   








sec    



   

1 165 60 2.75 29 0.87 143.0 7.8 142.17 54.35

2 165 54.35 3.036 29.3 0.875 135.6 7 135.7 54.06

3 165 54.06 3.052 29.3 0.875 135.3 6.95 135.27 54.04

<표 2> 가속도, 속도, 변위의 증폭계수 

 

 ln 


 ln 


 ln

   

   

(a) 감쇠비 29% (b) 감쇠비 29.3%

<그림 3> 변위 설계스펙트럼 

변위기반 설계법의 절차에 의해 변위 설계스펙트럼에 의한 고유주기, 유효 강성 및 요구되는 항복강

도의 결정 후, 층상화 단면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그래프에 따라 보강두께를 산정하였다. 하

중-변위 그래프는 모멘트 곡률 정보와 소성힌지 길이, 소성 변형 정보, 전단 변형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변위 값을 근사화하였고 기둥의 단곡률 해석에 근거하여 모멘트로 수평력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철근이 최초 항복할 때의 항복변위와 사용 한계 변위를 연결한 것이다. 절차를 

통해 추정된 보강 두께별 하중-그래프는 그림 4와 같다.

(a) t = 7.8mm (b) t = 7mm (c) t = 6.95mm

<그림 4>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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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기반 설계법에 의하여 설계 최대지진가속도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설계 변위 성능치를 165mm로 

설정하여 보강 두께를 약 7mm로 산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보강 전 후의 기둥부재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림 5는 보강하기 전 기둥의 층상화 단면해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중-변위 

곡선이다.

<그림 5> 단곡률 기둥의 하중-변위 곡선 

<표 3> FRP 피복 보강 전후의 결과 비교

Design Parameters RC column
Retrofitted
 RC column

Design thickness of
 FRP jacket

- 7 mm

Yield displacement 40.32 mm 54.06 mm

Total displacement 86.21 mm 165 mm

Ductility factor 2.138 3.052

Yield shear force 65.22 kN 135.7 kN

보강 전 후의 기둥부재에 대한 내진 성능향상을 비교 검토를 위하여 항복변위 및 항복강도, 최종변위, 

연성비를 정리하여 표 3로 나타내었다. 보강을 하지 않은 RC 기둥 부재의 해석 결과, 최종 변위 

86.21mm에 대하여 항복 변위 40.32mm, 변위 연성비 2.138, 항복 강도 65.22kN으로 산정되었다. 보강 

두께 7mm로 보강된 RC 기둥 부재의 해석 결과, 최종 변위 165mm에 대하여 항복 변위 54.06mm, 변

위 연성비 3.052, 항복 강도 135.7kN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RC 기둥 부재에 대해 보강된 RC 

부재와 비교하여 변위 연성비가 1.43배 증가하고 항복강도가 2.08배 증가 하여, 최대 지반 가속도에 대

한 내진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복곡률 해석을 통한 설계법의 적용

변위기반 내진성능 설계 적용 예를 수행할 대상구조물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며 설계절차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4> 변위기반 설계 절차의 결과 

No.

   








sec    



   

1 100 30 3.333 29.307 0.482 260.13 6.35 260.16 28.7

2 100 28.7 3.484 29.259 0.481 255.38 6.1 255.77 28.15

3 100 28.15 3.552 29.226 0.481 253.43 5.95 253.11 27.83

4 100 27.83 3.593 29.203 0.481 252.30 5.9 252.23 27.72

변위 기반 설계법의 절차에서 사용된 유효감쇠비는 각각   ,   ,   , 

  로 표 5는 가속도, 속도, 변위 증폭계수이다. 

<표 5> 가속도, 속도, 변위의 증폭계수 

 

 ln 


 ln 


 ln

   

   

   

   

1146



앞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변위기반 설계법의 절차에 의해 변위 스펙트럼에 의한 고유주기, 유

효 강성 및 요구되는 항복강도의 결정 후, 층상화 단면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그래프에 따라 

FRP 피복 두께를 산정하였다.

변위기반 설계법에 의하여 설계 최대지진가속도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설계 변위 성능치를 100mm로 

설정하여 보강 두께를 약 6mm로 산정하였다.  보강 전 후의 기둥부재에 대한 내진 성능향상을 비교 검

토하였다. 그림 6은 보강하기 전 기둥의 층상화 단면해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중-변위 곡선이다.

<그림 6> 복곡률 기둥의 하중-변위 곡선 

<표 6> FRP 피복 보강 전후의 결과 비교  

Design Parameters RC column
Retrofitted
 RC column

Design thickness of
 FRP jacket

- 6 mm

Yield displacement 21.77 mm 27.72 mm

Total displacement 67.49 mm 100 mm

Ductility factor 3.100 3.608

Yield shear force 130.44 kN 252.23 kN

보강 전 후의 기둥부재에 대한 내진 성능향상을 비교 검토를 위하여 항복변위 및 항복강도, 최종변위, 

연성비를 정리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보강을 하지 않은 RC 기둥 부재의 해석 결과, 최종 변위 

67.49mm에 대하여 항복 변위 21.77mm, 변위 연성비 3.100, 항복 강도 130.44kN으로 산정되었다. 보

강두께 6mm로 보강된 RC 기둥 부재의 해석 결과, 최종 변위 100mm에 대하여 항복 변위 27.72mm, 

변위 연성비 3.608, 항복 강도 252.23kN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RC 기둥 부재에 대해 보강된 

RC 부재와 비교하여 변위 연성비가 1.16배 증가하고 항복강도가 1.93배 증가 하여, 최대 지반 가속도

에 대한 내진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층상화 해석 프로그램의 타탕성 검토

층상화 단면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ABAQUS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및 철근, 보강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3차원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정적해석의 결과로 분석한 하중-변위 관계를 층상화 단면 해석에서 얻은 하중-변위 곡선과 비교검토 

하였다.  단곡률 및 복곡률 해석을 통해 최종변위에서 보강 전 후에 대한 기둥부재의 콘크리트 균열 분

포 및 철근의 응력 분포, FRP 응력 분포를 각각 그림 7, 8에 나타내었다. 그림 7과 그림 8의 보강 전 

후에 대한 기둥부재의 하중-변위 곡선을 살펴보면 보강을 한 경우 항복 강도 및 항복 변위에 대한 성

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보강 전후 단곡률 기둥부재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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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강 전후 복곡률 기둥부재의 응력분포

단곡률 해석에서 보강을 하지 않은 기둥부재의 경우 항복 변위가 40.01mm, 항복 강도가 63.37kN로 

추정되었으며 보강을 한 기둥부재의 경우 항복 변위가 52.70mm, 항복 강도가 153.342kN로 추정되었

다. 복곡률 해석에서 보강을 하지 않은 기둥부재의 경우 항복 변위가 21.64mm, 항복 강도가 135.31kN

로 추정되었으며 보강을 한 기둥부재의 경우 항복 변위가 27.91mm, 항복 강도가 234.75kN로 추정되었

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층상화 단면 해석과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하중-변위 곡

선은 항복 이후의 형상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항복변위 및 항복강도의 값은 대략 유사하

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계법에서의 중요인자는 항복변위 및 항복강도

이므로 층상화 해석 프로그램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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