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 17 November, 2020

Revised | 10 December, 2020

Accepted | 17 December, 2020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urpose: This is aimed to evaluate the seismic fragility of curved bridge structure with I-shape girder 

subjected to 12 high frequency ground motions based on Gyeongju earthquake. Method: The linear 

elastic finite element model of curved bridge with I-Shape cross section was constructed and them 

linear elastic time history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12 artificial ground motions. Result: It 

was found that displacement response(LS1, LS2) was failed after PGA 0.1g and the stress response 

also showed failure after PGA 0.2g. Conclusion: The curved bridge with I-shape girder was sensitive 

to high frequency earthquakes.

Keywords: High Frequency Earthquakes, Curved Bridge, Seismic Fragility, Section Shape, Finite 

Element Model

요 약

연구목적: I-Shape 거더를 갖는 곡선교량의 지진 안전성에 미치는 고주파 지진의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

해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I-Shape 단면을 갖는 곡선교량의 선형탄성 유한요소 모

델을 구축하고 고주파 영역의 인공지진파를 12개 생성하여 시간이력해석 및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연구결과: 변위응답(LS1, LS2)에 대한 한계상태는 0.1g를 넘어서면서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거

더의 응력응답 한계상태의 경우 0.2g를 넘어서면서 정해진 한계상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현재 구축된 곡선교량 모델의 경우 고주파 지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고주파 지진, 곡선교량, 지진 취약도, 단면형상, 유한요소모델

서 론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지진의 경우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된 지진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Choi et al., 2003a; Choi et al., 2003b)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경주 및 포항 지진 또한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된 지진이다.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일부 교량의 신축이음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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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좌받침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Tanaka et al.(2000)의 연구에서 1995년 Kode지진으로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

어 소방 및 구조활동이 지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교량 구조물은 다양한 이유들로 곡선형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곡선형 교량의 경우 일반적인 직선형 교량 보다 형상 특성으로 인한 비틀림과 뒤틈림 등으로 인해 복잡한 거동 특성

을 보인다. 곡선 교량은 직선 교량에 비해 정적 하중에 의한 거동 뿐만 아니라 동적 하중에 의한 거동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내

진성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Abbasi et al.(2016)은 다중거더 교량에서 거더의 곡률, 교각의 높이, 데크의 불연속성 등의 다양한 불규칙성이 식별되므

로 4개의 다른 곡률과 5개의 교각 높이 비를 고려하여 다중 거더를 갖는 4경간 곡선교량의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교량의 지진 취약성은 불규칙성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 요소 및 시스템레벨의 취약성은 각각의 손상

상태, 유형, 불규칙성 등에 서로 다른 민감도를 나타냈다. Movaghati et al.(2016)은 교각의 다축 지진하중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개선된 4경간 곡선형 교량의 수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개선되지 않은 수치 모델과 지진 취약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

다. 이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수치 모델의 해석결과는 교량 시스템의 취약성을 과대평가 할 수 있으므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모델이 개선되어야만 현실적인 교량 시스템의 지진 취약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Jeon et al.(2018)은 I-Shape 단면을 갖는 곡선 보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이론해와 비교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경주 

및 포항 지진을 포함한 20개의 기록지진을 적용하여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hirazi et al.(2018)은 단일 거더를 갖

는 1경간 곡선교량의 수평곡률이 지진응답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160개의 기록지진을 적용하여 지진 취약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곡률이 증가함에 따라 구성요소 및 시스템 레벨의 지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토양 상태와 지진의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 취약도 매개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eng et al.(2018)은 입력지진

의 입사각 변화에 따른 곡선교량의 지진 취약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4경간 곡선 교량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진파의 입사각 변화에 따라 교량 구성요소의 지진 취약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et al.(2019a)는 곡선형 교량의 재료적, 기하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베이지안 매

개변수 추정 방법을 이용한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2개의 곡선교

량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곡선 교량의 곡률이 베어링과 접선방향 교각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 

et al.(2019b)는 경주 및 포항을 포함한 24개의 기록 지진을 이용하여 곡선 교량의 거더 형상에 따른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Box, I, T Shape 단면에 대한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Box Shape 단면의 비틀림 저항성이 다른 단면 보다 크

기 때문에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대부분은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주파 지진에 의

한 교량의 지진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며 기하학적 특성으로 구조거동이 복잡한 곡선 교량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hape 단면의 거더를 갖는 1경간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경주 지진의 응답

스펙트럼을 포락하는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여 곡선 교량의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 및 동적특성

유한요소 모델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은 Jeon et al.(2019b)의 연구에서 사용된 I-Shape 거더를 갖는 곡선교량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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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ape 거더의 단면 2차 모멘트 I=9.296e-3m4 이며 Fig. 1과 같이 곡률 반경 R=6.096m, 중심각 α=42.97⚪이다. 거더의 재

료특성은 일반적인 강재의 특성을 사용하였으며 ABAQUS Platform의 4절점 Shell요소인 S4R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교각의 경우 콘크리트 T형 교각으로 가정하였으며 교각 단면의 직경은 0.4m, 코핑부의 단면은 0.2m⨯0.2m으로 설정하였

다. 재료특성의 경우 탄성계수 E=27,000MPa, Poisson`s Ratio=0.167, 단위중량은 2640kg/m3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재료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 총 요소 수는 117,740개, 총 노드 수는 118,657이며 Table 2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교각과 지반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구축된 곡선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은 Fig. 2와 

같다.

Fig. 1. Schematic design of curved girder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curved bridg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Elastic Modulus(MPa) Poisson`s Ratio Density(kg/m3)

Steel 200,000 0.3 7850

Concrete 27,000 0.167 2640

Table 2. Elements properties

Components Element Type Number of Elements Number of Nodes

Girder S4R 117,720 118,615

Pier B31 40 42

동적 특성 분석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평방향의 질량 참여율을 분석하였을 때 3차모

드에서 X축 방향의 질량 참여율이 63.6%, 5차모드에서 Z축 방향으로 유효 질량 참여율이 59.00%로 나타났다. 3차와 5차 모

드가 가장 큰 유효 질량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가장 지배적인 모드일 것으로 판단되어 곡선교량의 첫 번째 고유주파수는 

12.189Hz, 두 번째 고유주파수는 16.637Hz의 주파수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곡선 교량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고주파 지진의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였다. 인공지진파는 국내에

서 발생한 고주파 지진인 경주 지진과 유사한 진동특성을 갖으며 진동 지속시간 30초, 강진 지속시간 20초를 기반으로 구축

하였다. Fig. 3에서 Required Response Spectrum(RRS)은 경주 지진파를 포락하고 있으며 생성된 12개의 인공지진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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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를 포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12개의 인공지진파를 0.2g Scale로 조정하여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에 X와 Z방향으로 적용하여 시간이력 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0.2g Scale의 지진파를 적용하였을 때 곡선 거더에서 발생한 최대 Von-Mises Stress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E3의 인공지진파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큰 값인 157.16MPa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곡선 교량의 가장 지배적

인 모드의 주파수 영역인 12.189Hz와 16.637Hz에서 AE3 인공지진파의 Spectral Acceleration 값이 가장 크게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 Artificial earthquake design spectra Fig. 4. Von-Mises stress of curved girder at PGA 0.2g 

지진 취약도 분석 

지진 취약도의 정의

지진 취약도 함수는 지진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

다. 지진 취약도 분석 방법은 경험적, 해석적, 복합적 방법 등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석적 지진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진 취약도 함수는 식 (1)과 같이 로그정규분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재료특성, 외부자극의 특성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ln


  (1)

여기서,  : 특정 구성요소의 불확실한 손상상태

  : 한계상태, ∈  ⋯



  :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외부 자극

  : X의 특정 값



  : 로그정규 누적분포 함수의 평균 값



  : 로그정규 누적분포 함수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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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태

지진 취약도 함수는 외부자극에 의한 대상 구조물의 응답이 특정 한계상태를 초과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함수로 대상 구조

물의 취약요소에 대한 한계상태 정의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교량의 거더의 응력응답과 교각의 변위응답을 한계

상태로 정의하였다. 거더의 응력응답에 대한 한계상태는 강거더에 많이 사용되는 SM490의 도로교 설계기준(2012)의 허용

응력인 190MPa로 정의하였다. 교각의 변위 응답에 대한 한계상태는 Dutta(1999)의 연구에서 제안된 수평변위비를 한계상

태로 정의하였으며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Limit state of pier

Limit State Description Criteria

LS 1

Limit of Drift Ratio to Pier Height

(Δ/L)

0.005

LS 2 0.007

LS 3 0.015

LS 4 0.025

LS 5 0.050

곡선교량의 지진 취약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지진에 의한 곡선교량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주파 영역의 인공지진 12개

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인공지진파를 0.2g, 0.5g, 0.8g, 1.2g, 1.5g Scale로 변화시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거더와 교각에 

대한 지진 취약도 곡선을 도출하였다. 

Fig. 5는 거더의 응력응답에 대한 지진 취약도 곡선이다. 0.2g를 넘어서면서 파괴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0.5g에 도달하면서 모든 인공지진파에 대한 거더의 응력응답이 정해진 한계상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교각의 수평변위에 대한 지진 취약도 곡선이다. LS1과 LS2는 수평변위가 각각 15mm, 21mm를 초과하는 상태

로 0.2g에서 모든 인공지진파에서 한계상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S5는 수평변위 150mm를 초과하는 상태로 

1.5g에 도달하였을 때 대부분이 한계상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Seismic fragility of curved bridge by stress Fig. 6. Seismic fragility of curved bridge by drif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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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곡선교량의 지진 안전성에 미치는 고주파 지진의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주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포

락하는 12개의 고주파 영역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여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I-Shape 거더를 갖는 1경간 곡선교량을 

선형 탄성 유한요소 모델로 구축하였으며 12개의 인공지진파를 5개의 Scale로 변화 시켜 시간이력해석 및 지진 취약도 분석

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곡선 교량의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유효질량 참여율이 3차 모드에서 X축 방향

으로 63.6%, 5차 모드에서 Z축 방향으로 59.00%으로 나타나 가장 지배적인 모드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3차 모드는 

12.189Hz, 5차 모드는 16.637Hz의 주파수 영역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주 지진을 포락하는 Required Response Spectrum(RRS)를 기준으로 12개의 고주파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였으며 

0.2g로 Scale을 조정하여 시간이력을 수행한 결과 AE3 인공지진파를 적용하였을 때 거더의 응력응답이 157.16MPa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차, 5차 모드의 주파수 영역이 12.189Hz와 16.637Hz 사이의 Spectral 

Acceleration 값이 AE3 인공지진파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거더의 응력응답에 대한 지진 취약도 분석은 0.2g를 넘어서면서 모든 인공지진파를 적용한 모델에서 한계상태를 초과

하는 응답이 발생하였으며 교각의 수평변위에 대한 지진 취약도의 경우 LS1과 LS2가 0.1g 넘어서면서 정해진 한계상

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더의 응력응답을 Jeon et al.(2019b)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고주파 인공지진을 적용할 경우 대체적으로 더 큰 

응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구축된 곡선교량 모델의 경우 고파주 지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추후 연구에서는 곡선교량의 스팬길이와 교각의 높이, 다중스팬 등을 고려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강재, 콘크리트 재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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