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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사회인프라 시설은 1980년대 이후 인구밀집과 도시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 이러한 사회인프라 시설은 상당수가 대형구조

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인프라 시설의 피

해는 대규모의 재산손실과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반

도 경주에서 규모 5.8 및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한반도

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로인해 주요한 사회인프라 

시설들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구조물의 지진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

여 구조물의 피해정도를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진취약도 분석은 효

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진성능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

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2-5]. 이러한 지진취약도 분석 방법들은 일반

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재를 설정하여 해당 부재에 대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평가한다. 하지만 구조물이 다양한 부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방

법은 지진하중에 의해 구조물의 어떠한 부재가 가장 취약한지 파악해야 한

다. 특히, 사회인프라 시설은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구조 부재들로 구성

되어 있어 취약한 부재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구조물에서 어떠한 부재가 지진하중에 대해 가장 위험한지 판단이 어려

운 경우, 구조물의 각 부재 지진취약도 곡선을 단순히 더하여 전체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하지만, 이러한 방법

은 구조물의 각 부재가 독립적으로 거동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에서는 각각의 부재는 다른 부재들에 종속되어 거동하

고 있다. 따라서, 각 부재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전체 시스

템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여 구조물의 지진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SC교량을 통해 각 부재

의 지진취약도 곡선과 부재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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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를 고려한 시스템 지진취약도를 산정하는 방

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지진하중에 대해 교량 모델의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

행하였다. 정의한 부재들의 한계상태와 계산된 지진응답을 사용하여 각 부

재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각 부재의 지진응답 상관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구조물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였다. 각 

부재의 지진취약도 곡선과 비교 분석하고, 부재간 상관관계에 따른 시스템 

지진취약도 곡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시스템 지진취약도 분석 절차

지진취약도는 특정 구조물이 임의의 크기를 가지는 지진에 대하여 지정

된 한계상태를 초과할 확률을 뜻하며, 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파괴확률은 구조물의 

지진응답(Demand, D)과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저항능력 즉, 한계상태

(Capacity, C)를 특정 지진 강도 세기(Intensity of Measure, IM)에서 비교

하여 손상초과확률로써 정의하며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해 구조물의 지진응답 도출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지진응답은 무작위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 구

조물에 대하여 여러 지진하중의 비선형 동적해석 결과를 사용한 평균 응답

모델을 수식화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평균 응답모델을 확률론적 지진응답 

모델(Probabilistic Seismic Demand Model, PSDM)이라 정의하며, 식 

(2)과 같이 표현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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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특정 에서 산정되는 평균 응답이며, a,b는 선형 회귀 변수

이다. 이러한 구조물의 PSDM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파괴확률을 정규 누적 

분포를 사용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을 식 (3)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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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정규 누적분포 함수(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며, 

는 구조물의 한계상태(Limit state), 

  은 특정 IM에서 의 

PSDM의 분산이며, 

는 한계상태와 지진하중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위의 식 (2)와 식 (3)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부재별로 각 지진취약도 곡

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시스템 지진취약도 곡선은 다

음 식 (4)와 같이 확률의 합을 통해 최종적인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부재의 지진응답이 완전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사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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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구조물 시스템의 파괴확률,   
는 

i번째 부재 파괴 확률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은 부재 상에서 완전 독립 거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

로 결합확률 이론을 사용하여 부재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된 구조물의 시스템 

지진취약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재 간의 상관관계가 고려된 지진 응

답 모델을 결합 확률적 지진응답 모델(Joint Probabilistic Seismic Demand 

Model, JPSDM)이라 한다. 기존의 부재 별 지진응답 간 상관관계를 통해 공

분산(Covariance)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PSDM 사이의 관계를 통해 

JPSDM을 정의할 수 있다. 각 부재의 한계상태와 JPSDM을 사용하여 교량

의 파괴조건인 식 (4)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을 통해 각 IM마다 구조물 전체 시스템의 파괴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낸다 [8, 9]. 따라서,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구하는 절차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으며, 해당 과정을 Fig. 1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1)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한 지진 별 구조물의 부재별 지진응답 계산

(2) 지진응답을 통한 각 부재별 PSDM 산정

(3) 각 부재의 지진응답 사이의 상관계수 및 공분산 계산

(4) (2)와 (3)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JPSDM 정의

(5) 부재별 한계상태와 교량의 파괴조건 가정

(6)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IM마다 파괴 확률 계산

(7)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 산정

3. 해석모델

3.1 대상 교량 제원

해석에 사용된 교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공되어 사용하고 있

는 PSC 거더 교량을 선택하였다. 교량의 제원은 국내 교량에 대한 국토교

통부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 통계자료 [10]를 활용하여 대표수치를 선정하

였다. 대상 교량은 4경간 연속교이며, 경간장 30 m로 총 연장은 120 m이다. 

교량 폭은 12 m로 5거더로 이루어져 있다. 교각은 12 m, 15 m의 높이를 갖

는 3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각 단면은 직경 2 m 원형단면이다. 교각

의 띠철근은 D16철근이 150 mm 간격으로 배근되었으며, 주철근은 D22 

철근이 2단으로 각 50개와 46개로 배근되어 있다. 교좌장치는 고무탄성받

침(Rubber Bearing, RB)이 각 교대 및 교각에 설치되어 있다. 양 끝단에는 

신축이음이 존재하고, 교대와 교각은 말뚝 기초가 설치되어 있다. Figs. 2 & 

3에 교량의 일반도와 교각의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Fig. 1. Procedure of the fragility analysis of a brid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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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선형 동적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는 OpenSEES 프로그램 [11]을 사용하여 재료의 비선형성과 교

량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교량구조물에서 지진하중에 의한 비선형 거동은 

일반적으로 교좌장치와 교각에 집중되므로 상부구조는 탄성거동으로 가정

하였다. 따라서, 상부구조는 탄성거동을 하는 탄성 보-기둥 요소(Elastic 

beam-column element)로 설계하였다. 상부구조의 가로보 및 교각의 캡

(Cap)은 일체거동을 하는 강체 요소(Rigid beam element)를 사용하였다. 

RB 받침은 탄성거동을 하는 선형 스프링 요소(Zero-length linear spring 

element)로 정의하였다. 교좌장치의 강성은 교대와 교각에 작용되는 수

직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교대와 교각 교좌장치의 전단강성은 각각 4,500 

kN/m, 5,900 kN/m이며, 수직강성은 895,000 kN/m, 4,261,000  kN/m 

이다. 

또한 상판과 신축이음의 관계 및 파운딩 효과(Pounding effect)를 고려

하기 위해 변위 여유를 갖는 갭 요소(Gap element)를 사용하였다 [12]. 즉, 

교축방향으로 유간거리 20 mm를 가지며, 유간거리 이상의 변위에서는 설

정된 강성에 의해 파운딩이 발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교대의 뒷채움

재는 교대에서 발생하는 거동을 상세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비선형 재료

(hyperbolic material)로 모형화하였으며, 초기강성은 20,300 kN/m이며 

최대 362 kN의 하중 이상부터 수렴하도록 설계하였다 [13]. 

지진하중에 의하여 비선형 거동이 예상되는 교각은 섬유 요소(Fiber 

element)를 사용하여 철근 및 콘크리트의 항복 및 파괴를 고려하였다. 또

한, 교각의 소성힌지 구역은 비선형성 거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요소

를 세분화하였다. 콘크리트 재료는 비구속 콘크리트(Unconfined concrete)

와 띠철근에 의하여 횡구속 효과가 나타나는 구속 콘크리트(Confined 

concrete)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는 0.1m이며, 비구

속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7 MPa, 횡방향 및 축방향의 철근 항복강도는 

300 MPa이다. 또한, 띠철근의 구속 효과는 구속 콘크리트의 재료적 성질

을 사용하여 고려하였다 [14].

교대 및 교각의 기초는 말뚝기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뚝기초의 모델링

은 다선형 스프링(Multi-linear spring element)을 사용하여 지반과 기초 

간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이때 사용한 스프링의 강성 수치는 기존 문헌을 참

고하였다 [15]. 해석 교량의 자중은 교대와 교각에 각 4 MN, 10 MN의 절

점하중으로 재하하였다. Fig. 4에 교량의 수치해석 모델링을 나타내었다.

4. PSC 교량의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한 부재 지진

취약도 분석 

4.1 지진하중

대상 교량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크기와 개수의 지진하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25개의 지진하중을 사용하여 대상 교량의 지진

해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포항, 

경주 지역의 지진하중 14개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지진하중만을 사용하기

에는 크기가 국한되어 있으며 개수 또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SAC Steel 

Project [16]에서 사용된 보스턴 지역의 근거리 지진하중을 사용하여 국내 

S4지반의 500년 주기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맞게 변형하여 11개의 지진하

중을 만들어 총 25개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s. 5~6은 경주, 포항 지진과 스펙트럼에 매칭한 지진하중의 가속도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사용한 지진하중의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는 0.03~0.40 g의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지진하중

의 가속도 스펙트럼은 평균적으로 약 0.2초에서 0.8 g정도의 최대값을 가

지고 있다. 

Fig. 2. Side layout of the bridge

Fig. 3. Cross-section of the pier with a height of 15m 

Fig. 4. Numerical analysis modeling of the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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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량의 비선형 동적해석

교축과 교축 직각 방향으로 25개의 지진하중을 통해 대상 교량의 비선형 

동적해석을 진행하여 각 부재별 지진응답을 모니터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교량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한 부재로 각 교각과 교좌의 교축과 교축 직

각 방향의 응답, 뒷채움재의 수동(Passive) 및 주동(Active) 거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7은 지진하중에 대한 교각 및 교대 변위에 대한 시간이력 

그래프이다. 교각은 상단에서 교축 직각 방향으로 최대 43 mm 변위를 발생

하였으며, 대칭적으로 거동하였다. Fig. 6(b)는 신축이음부에서 교축 방향

의 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파운딩 효과를 보인다. 최대 변위는 주동방향으로 

약 123 mm, 수동방향으로는 약 34 mm 발생하였다. 수동거동에 대한 응답

은 신축이음의 유간인 20 mm를 기준으로 주동거동에 비해 응답이 감소하

였다. 또한, 지진하중의 PGA가 일반적으로 0.08~0.1 g 이상에서 교량의 

파운딩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각 지진하중의 부재별 응답의 최대값을 통해 

지진취약도 해석에 필요한 부재별 PSDM을 작성할 수 있다.

4.3 교량 부재별 한계상태 정의

교량의 지진취약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부재별 한계상태를 정의할 필

요가 있다. 한계상태는 각 부재의 거동 특성에 맞는 변수(Engineering 

Demand Parameter, EDP)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한계상태 단계는 일반

적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LS1 - 미세한 손상(Slight), LS2 - 

중간 손상(Moderate), LS3 - 심각한 손상(Extensive), LS4 - 완전 붕괴

(Complete)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부재별 한계상태는 정확한 수치를 정량

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정량화하여 사용하거나 가정을 통해 사

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각의 한계상태를 HAZUS [17]에서 제시한 

교각의 높이와 횡변위 응답의 비(Drift Ratio, DR)를 사용하였다. 교좌장

치와 교대의 한계상태는 Stefanidou and Kappos [18]의 실험결과를 사용

하여 정의하였다. 교좌장치는 전단변형률()을 사용하였으며, 교대의 거동

은 신축이음 간격()과 뒷채움재의 높이( )를 사용하여 교축 방향 변

(a) Gyeongju

(b) Pohang

(c) SAC

Fig. 5. Example of input ground accelerations 

Fig. 6. Spectral accelerations for ground motions

(a) Lateral displacement time history of column

(b) Longitudinal displacement time history of abutment

Fig. 7. Displacement response of the bridg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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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d)의 한계상태를 정의하였다. Table 1은 한계상태별 정의된 각 부재의 

EDP을 정리하였다.

4.4 교량 부재 지진취약도 분석

지진취약도 분석을 위해 4.2절의 비선형 동적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각 

부재별 PSDM을 작성하였다. Fig. 8은 15 m 교각()의 교축방향 PSDM

을 나타내었다. 지진하중의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인 IM은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PGA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PSDM의 축은 지진하중의 IM인 

PGA, 축은 각 부재의 EDP인 지진응답을 사용한다. 이때, , 축의 PGA

와 지진응답 수치는 자연로그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PGA가 증가할수록 

지진응답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PSDM을 통

해 각 부재별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식 (3)에 대입하여 각 

IM별 파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Fig. 9는 15 m 교각의 교축 방향 지진취

약도 곡선을 보여준다. PGA 1.0 g까지 파괴확률을 계산하였으며, 각 한계

상태 별 PGA가 1.0 g일 때 1.00, 0.93, 0.81, 0.67의 확률을 보였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다른 부재들에 대해서도 각 PSDM과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5. PSC 교량의 시스템 지진취약도 곡선 도출

5.1 교량 부재간 상관관계 분석 및 JPSDM 작성

교량의 시스템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총 7개의 부재를 선정

하였다. 교각 높이에 따른 교축 및 교직방향의 변위 각 2개( , ), 각 교각 

및 교대에 설치된 교좌의 교축 및 교직방향 전단변형률( ,  , ), 뒷채움

재에 따른 교대의 교축 주동 및 수동 변위(


, 

)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축방향으로는 7개의 응답과 교직방향으로 5개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위

의 변수 설정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JPSDM을 작성하기 위해 각 부재별 PSDM을 작성하여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때, 교축방향과 교직방향 응답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교축 

방향의 부재간 상관계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부재간 상관계수는 

0.62~0.99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대상 교량의 부재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

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부재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즉, 높이가 다른 교각 간( ,  )의 상관계수는 약 0.95로 

Table 1. Limit states of bridge components for seismic fragility 

analysis

Limit States
Column

EDP : DR

Bearing

EDP :  (%)

Abutment

EDP : d (m)

Slight (LS1) 0.005 20 

Moderate (LS2) 0.010 100 

Extensive (LS3) 0.030 200 

Complete (LS4) 0.080 300 

Fig. 8. PSDM of the column with a height of 15 m 

Fig. 9. Fragility curve of the column with a height of 15 m  

Fig. 10. Bridge components and EDPs for the fragtiliy analysis of a 

bridge system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natural log of com-

ponent responses

ln  ln  ln  ln  ln  ln

 ln




ln  1.00 0.95 0.93 0.89 0.96 0.81 0.75

ln  0.95 1.00 0.89 0.87 0.92 0.82 0.61

ln  0.93 0.89 1.00 0.99 0.96 0.73 0.71

ln  0.89 0.87 0.99 1.00 0.95 0.69 0.73

ln  0.96 0.92 0.96 0.95 1.00 0.64 0.66

ln

 0.81 0.82 0.73 0.69 0.64 1.00 0.82

ln

 0.75 0.61 0.71 0.73 0.66 0.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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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좌장치도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약 0.96 정도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교대의 변위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변수보다는 상대적

으로 낮은 0.61~0.82 정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부재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기존의 부재별 PSDM을 결합해 JPSDM을 작성할 

수 있다. Fig. 11은 Column2와 Bearing2의 JPSDM이다. 

5.2 상관관계를 고려한 교량 시스템 지진취약도 분석

교량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5.1절에서 정의한 JPSDM과 

교량의 파괴조건을 사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

tion)을 수행하였다. 이때, 교량의 파괴조건은 식 (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하나의 부재가 파괴되면 교량의 파괴로 가정하지만 추후 연구를 통

해 상세한 교량의 파괴조건을 고려할 예정이다. Fig. 12는 지진응답에 대한 

1000번의 수행횟수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며, 각 교직

방향 7개의 부재와 교축방향 5개의 부재에 대한 응답에 대해 수행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량의 파괴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식 (5)

과 같다.




  if 
 

 ≥ 

 if 
 

  

   



  






(5)

여기서, 
 는 특정 IM에서 JPSDM을 통해 추출된  번째 부재 응

답이며, 는 각 부재별 한계상태이다. 이를 통해 특정 IM에서 파괴 

가 

계산되며,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수행횟수인 으로 나누어 특정 IM

에서의 시스템의 파괴확률인 이 계산된다. 각 IM에서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Fig. 13과 같은 최종적인 시

스템 지진취약도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교량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과 각 요소별 지진취약도 곡선을 Fig. 14

에 비교하였다. 지진취약도가 높게 나타나는 교직방향의 Slight, Moderate 

손상에 대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재별 지진취약도 곡선은 Slight, 

Moderate 손상 모두 Bearing3에서 지진취약도 확률의 median이 각 0.13, 

0.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스템 지진취약도는 Bearing3와 유사하지만 

낮은 PGA에서 더 높은 파괴확률을 가지며, moderated의 경우는 median

이 약 0.1g의 차이를 가진다. 즉, 대상 교량은 부재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확

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Lower bound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3에 보인 바와 같이, 부재간의 상관관계가 완전 독립인 경우는 Upper 

bound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가지고, 완전 종속인 경우는 Lower bound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가지게 된다. 즉, 대상 교량이 부재간의 상호연관도가 

낮아진다면 지진취약도 곡선은 점점 Upper bound로 상승하게 된다. 

Moderate 손상에서 Uppeer bound와 Lower bound의 median 차이는 

약 0.15 g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의 부재의 지진취약도 곡선보다 더

욱 지진하중에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는 

부재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부재간의 상호연관도와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JPSDM between column2 and bearing2

(a) Longitudinal (b) Transverse

Fig. 12. Result obtained from the monte-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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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PSC 교량에서 부재 단위의 지진취약도와 부재간 상호연관도

를 고려한 시스템 지진취약도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PGA 범위의 지

진하중을 사용하여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고, 부재별 지진응답에 대한 

PSDM을 계산하였다. 부재별 PSDM과 부재간 상호연관 관계에 의해 교량

의 JPSDM을 정의하였다. 파괴가정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량 

시스템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최종 도출하여 부재 별 지진취약도 곡선과 비

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부재별 PSDM을 산출한 후, 각 부재의 상

호연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재간 상관계수는 0.64~0.99의 범위에 있

었다. 교각끼리의 상관계수는 0.95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좌

장치는 0.96의 상관계수로 교각과 비슷하게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재간 상관관계는 같은 부재끼리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교대의 거동은 다른 부재들과 상관계수가 

0.64~0.8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량의 부재별 상관관계를 고려한 JPSDM에 의해 시스템 지진취약도 곡

선을 도출하여 부재별 지진취약도 곡선과 비교 분석하였다. Slight, Moderate 

손상 모두 Bearing3에서 가장 높은 지진취약도를 보였다. 시스템 지진취약

도의 median은 Slight, Moderate 손상에서 각 0.09, 0.14의 확률로 부재별 

지진취약도의 확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재간 상관관계가 낮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진에 영향을 받는 부재가 

많은 구조물일수록 부재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진취약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부재별 한계상태 단

계를 동일하게 4단계로 가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교량의 붕괴

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재(교각 등)와 단순 교체성 부재간의 한계상

태 단계를 차등을 두어 중요한 부재의 거동이 교량의 지진취약도 곡선에 더

욱 높은 기여를 하도록 하여 교량 부재간의 관계와 부재별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지진취약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a) Axial (b) Transverse

Fig. 13. System fragility curv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a) Slight damage (b) Moderate damage

Fig. 14. Fragility curves of the bridge system and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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