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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신설>

이 평가요령은 중저층의 기존 건축구조물의 내진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요령의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예비평가 및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은 각 단계의 평가절차에서 규정한다.

장스팬구조물과 고층건축물의 경우, 이 요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정밀한 해석과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요령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시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는 예비평가와 함께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의 4종류의 상세평가의 방법

및 적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철근콘크리트, 강재, 조적으로

이루어진 일반구조물이다. 장스팬구조물, 전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등 이

요령에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특수구조물의 경우 구조공학의

기본원리를 따르는 구조해석과 안전성이 검증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요령에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정밀안전진단 외 용역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 요령보다 시설물안전법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해설

기존 건축물의 성능 평가는 일반적인 신축 건축물의 구조설계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신축 구조설계는 아직 실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 부재만을 대상으로 구조 해석 및 설계를 하게 된다. 이

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중은 하중계수를 통해 증가시키고 부재의 능력은 강도감소계수를 통해

감소시키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는 실재하고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시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와 일반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신축내진설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비선형거동과 이에 따른 에너지소산능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있다.

[수정] 평가 적용대상 및 요령과 시설

물안전법, 개정 내진설계 기준

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추가] 내진설계 기준과 평가요령과의 

개념차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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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내진성능 평가절차

이 요령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내진성능 예비평가 : 대상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 및 약산식을 사용하여 산정된 강도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매우 간략화된 약산식을 사용하므로 정형의 구조물만

적용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상세평가를 통한 정밀한 평가를

권장한다.

이 요령은 일반적인 내진성능평가절차에 따라 순서가 구성되어 있다. 즉,

1장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하며 2장에서는 대상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최소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지진을 산정한다. 3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골조 혹은 골조전단벽구조와 조적조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평가법을 수록하였으며 4장에서는 본격적인 성능평가를 위한

성능기반평가법의 기본사항을 제시하였다.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 강구조의 구조형식별 모델링 방법 및 성능수준의 판정기준은 각각 5,

6, 7장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초구조의 성능평가는 8장, 비구조요소의

성능평가는 9장에 제시되어 있다. 평가 후 평가내용 및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는 부록에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장의 예비평가는 많은 수의 건축물을 빠른 시간내에 개략적으로 평가하기

즉, 일반내진설계기준에서는 구조형식별로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하여 지

진하중을 감소시킨 다음 탄성해석을 통해 설계하는데 반해 성능기반 내진성능

평가에서는 감소되지 않은 실제 지진력을 사용하되 구조해석시 에너지소산능력

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해석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형해석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하중재분배효과를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신축 내진설계에서는 설계자가 선택한 주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변형능력을

바탕으로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한다. 즉, 어떤 구조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계에 사용하는 지진하중의 크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적용하는 지진하중은 동일하다. 즉, 신축 설계에서 선택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구조물이 저항해야 할 지진하중은

동일하다. 하지만 해석을 통해 구해진 부재력 및 변형량을 부담할 수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 부재의 상태에 따라 허용기준이 다르며 혹은 파괴모드에 따라

변형지배와 힘지배로 구분한 다음 부재강도도 기대강도 혹은 공칭강도로 다르게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일반적인 신축 내진설계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1.1.1 내진성능 평가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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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 대상구조물에 대한 탄성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주로 부재의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권장한다.

③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대상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해

성능점을 구하고 성능점에서 발생한 부재의 응력 및 변형을 개별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성능점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과

변위계수법(Displacement Coefficient Metho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이 요령에 규정된 방법대신

비선형동적해석이나 다중모드푸시오버해석을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사용할 수도 있다.

내진성능평가절차는 자료정리, 재료강도의 결정, 현장방문을 통한 조적채움벽

조사, 비정형성평가, 예비평가,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의 순서로

수행된다. 예비평가에서부터 1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2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의 순서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위단계의 평가를

바로 수행할 경우 하위단계의 평가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각 단계 내진성능 성능평가시 재료강도는 1.1.4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상세평가를 위해서는 단면치수와 배근상태 등의 단면특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현장조사 및

철근탐사기법등을 사용하여 각 단계의 평가에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평면의

위해 적용한다. 대상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 및 약산식을 사용하여 산정된 강도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매우 간략화된 약산식을 사용하므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복잡한 해석과 평가절차가 필요한 상세평가시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상세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도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상호비교해볼 것을 권장한다.

그림 1.1.1은 상세평가의 개략적인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1.1.1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도

예비평가는 배근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하중을 저항하는 수직부재의 치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상세평가를 위해서는 단면치수와 배근상태 등의 단면특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평가시 재료강도는 1.2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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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및 조적벽체의 설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상세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평가는 배근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하중을 저항하는 수직부재의 치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단계에서 조적채움벽의 위치 및 치수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상세평가 시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후 최종평가결과는 이중 불리한 쪽으로 판정한다. 또한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에 대해서도 지진시 전도 및 동적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구조물의 성능등급 판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본 요령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예비평가,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의 순으로 진행되는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단계가 올

라감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는 좀 더 정

확해진다. 즉, 하위단계의 평가는 상위단계의 평가보다 사용하는 정보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위단계의

평가를 바로 수행할 경우 하위단계의 평가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또한, 예비

평가 단계에서 성능수준을 만족한다면 상위단계의 평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조적채움벽은 구조물의 힘의 분배와 거동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일반

적으로 기존 골조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은 증가시키나 연성은 감소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요령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모든 평가단계에서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기둥의 순높이를 산정하는데 조

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여 단주, 일반기둥, 극단주 등으로 구분하며, 상세평가

단계에서는 압축스트럿 대각가새로 모델링하여 그 효과를 고려하였다. 단, 기존

건축물의 조적채움벽의 경우 사면이 모두 밀실하게 기둥 혹은 보와 접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면외방향으로의 전도 위험이 있고, 조적채움벽의 전체 강도에

큰 영향을 주는 모르타르의 정확한 강도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세평가시 조적

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후 최종평가결과는 이중 불리한 쪽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강도의 조사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시설물안전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시설물안전세부지침)을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평가단계에서 조적끼움벽체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적 끼움벽체는

지진시 골조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면내방향의 거동 뿐 아니라 면외방향의

전도 및 동적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해설

평가자는 내진성능평가절차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및 수행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상세평가에서는 예

비평가보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결과가 정확하다. 상

세평가에서도 선형절차보다 비선형절차가, 정적절차보다 비선형절차가 좀 더 정

확한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조적채움벽, 허리벽, 날개벽을 포함하는 조적끼움벽은 구조물의 힘의 분배와

거동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골조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은

증가시키나 연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요령에서는 이를 고려하

여 모든 평가단계에서 조적끼움벽의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예비평가단계에

서는 기둥의 순높이를 산정하는데 조적끼움벽의 효과를 고려하여 단주, 일반기

둥, 극단주 등으로 구분하며, 상세평가단계에서는 압축스트럿 대각가새로 모델

링하여 그 효과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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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자는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제한한다. 다만, 이 요령의 3.1.1에서

규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는 건물의 경우 일반 건축구조전공자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시트를 사용하여 예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1.2 평가자의 자격

해설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엔지니어에 의한 공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평가자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를 고려하여 평가자의 자격을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제한

하였다. 단,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는 구조물에 대한 예비평가의 경우, 본 요령에

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축구조전공자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 시트를 사용하

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1.2 평가자의 자격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기술자의 공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밀한

구조해석에 기반하고 있어 잘못된 구조해석모델을 사용할 경우 그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내진성능평가자의 자격은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로 제한한다. 다만, 이 요령의 3장에 제시된 예비평가의 경우

일반 건축구조전공자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안전지침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해설

내진성능평가의 절차는 재료강도의 산정절차를 제외하고는 성능기반 내진설

계의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요령에서 평가자의 자격도 건축구조기준에서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였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규정을 따

르도록 하였다.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는 구조물에 대한 예비평가의 경우, 본 요령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

반 건축구조전공자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 시트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수정]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과 종외

시설물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명

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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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내진성능평가절차는 자료정리, 재료강도의 결정, 현장방문을 통한

조적채움벽 조사, 비정형성평가, 예비평가,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의

순서로 수행된다. 예비평가에서부터 1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2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의 순서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위단계의 평가를

바로 수행할 경우 하위단계의 평가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각 단계 내진성능 성능평가시 재료강도는 1.1.4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신설>

<신설>

1.1.3 내진성능 평가절차
이 요령의 상세평가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우선 건축물 대장,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및 보고서를 통해 위치 및

지반조건, 시공년도, 내진설계의 여부, 적용 설계기준 등을 확인한다. 수집된

서류 및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부재치수 및 배근상태 확인,

강구조 접합부 상세, 평면의 용도변경 및 조적벽체의 설치 등 표 1.2.1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를 검증하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1.1.3 평가 보고서의 검증 및 전문가검토

상세평가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내진성능 평가과정과 내진성능 평가결과는 2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안전지침을

따른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내진보강설계를 위한

내진성능평가에는 이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상세평가는 일반 구조설계와 다른 해석절차가 사용된다. 성능기반 평가법이라

고 불리는 이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력의 전달경로와 그 경로

상에 있는 구조부재의 변형, 비탄성거동이 발생하는 위치, 힘과 비탄성변형의

관계 등 지진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거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

하다.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선형절차의 경우 선형해석결과로부터 비선형 거동

을 추정하여 정확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비선형절차의 경우 잘못

된 모델링이나 해석상의 오류들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해석 프로그램 별 비선형

해석기능의 원리, 장단점, 한계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 자료수집 및 재료강도의 결정

1.2.1 현장조사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수정] 현장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7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결정한다. 상세평가를 위해서는 단면치수와 배근상태 등의 단면특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현장조사 및

철근탐사기법등을 사용하여 각 단계의 평가에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평면의

용도변경 및 조적벽체의 설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상세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비평가는 배근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하중을 저항하는 수직부재의 치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단계에서 조적채움벽의 위치 및 치수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상세평가 시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후 최종평가결과는 이중 불리한 쪽으로 판정한다. 또한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에 대해서도 지진시 전도 및 동적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구조물의 성능등급 판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표 1.2.1에 제시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용도변경 및 사용현황, 증축부,

익스팬션조인트, 슬래브 무게증설, 무거운 비구조재의 위치 및 접합상태, 조적

끼움벽체(채움벽, 허리벽, 날개벽)의 위치, 치수, 마감재의 종류 및 두께, 수직

및 수평줄눈의 상태, 경계부의 접합상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1.2.1과 같다. 재료강도는 현장조사 및

시험결과를 통해, 콘크리트와 철근은 5.2장, 강재는 7.2장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강구조는 표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통해 강재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재료강도를 결정할 경우 계측된 재료강도의 편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표본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는 반드시 코어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하고,

이때 직경 50mm 이상의 코어를 채취한다. 코어시험 최소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 단,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한다. 코어시험

최소수량이 6개소를 초과하나 이를 모두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파괴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6개소는 코어시험을 하여야

한다. 비파괴시험은 각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실시하며 각

부재별로는 2개소 이상 수행한다. 다만, 코어시험을 수행한 위치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코어시험결과와 비파괴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며, 이 보정계수를 비파괴시험 결과에 반영한다. 코어실험에서 얻어진

콘크리트 강도가 품질확보를 위한 최저 기준강도 미만인 경우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조안전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조적채움벽의 모르타르마감의 두께와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상태 판정에

반영한다. 조적채움벽의 수직줄눈 사춤상태는 마감이 없는 곳에서 확인하거나

마감을 제거하고 확인한다. 조적채움벽 상단의 사춤 상태는 조적채움벽이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하기 위하여 코어시험 의무

규정을 추가

[추가] 요령과 세부지침과의 관계를 명

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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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2)

중량물
�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 지진피해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시 

탄성파 탐사 수행

기초 기초의 규격

�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

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조사단위1)별 2개소 이상

�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 층별 3개소 이상
�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천장 마감 내부로 연장된 경우에 해당 부분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표 1.2.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수정] 현장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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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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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연도별 기본재료강도, 혹은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사용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한

값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설계도서의 유무에 따른 각 평가단계별

콘크리트강도 및 조적의 강도 결정방법은 대상건축물의 요구성능수준(표

2.1.1)에 따라 표 1.1.2 및 표 1.1.3과 같이 규정된다.

설계도서의 공칭강도를 사용할 경우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대상구조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다고 보고 설계도서상의 재료특성에 표 1.1.5에

따른 사용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적용한다. 현장시험을 통해

콘크리트강도 및 조적의 강도를 결정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비파괴 시험법 포함)에 따라 피복두께, 중성화깊이, 철근 및

철골의 부식정도, 콘크리트의 이어치기의 상태, 결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본재료강도는 이 요령의 표 1.1.6에 제시되어

있다.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철근 및 강재, 철골부재의 재료강도는 표 1.1.6의

연도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1.4 재료강도의 결정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실측이 어려운 조사대상은 결정의 근거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한다.

1) 조사 단위: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2)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후도 계수를 반영한다.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값,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사용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한 값, 연도별

기본재료강도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때, 재료강도 및 특성에 대한

시험방법은 KS표준, 콘크리트설계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에 따르며 조적조의

경우 6장에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코어테스트 결과 또는

1.2.1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한 비파괴검사 결과값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강도는 시설물안전지침 및 시설물안전세부지침에 따른

재료시험방법으로 그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내진보강설계를 위한

내진성능평가에는 이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현장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재료강도를 결정할 때에는 피복두께, 중성화깊이, 철근 및 철골의 부식정도,

콘크리트의 이어치기의 상태,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며,

이 조사사항은 지침 및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설계도서가 있을지라도 최종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으며 완공후

용도변경에 따라 작용하중의 분포가 달라진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내진성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정보, 예를 들어 주근의 이음 및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 등은 건설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조하여 엔지니어가

판단하여야 한다.

1.2.2 재료강도의 결정

[추가]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하

기 위하여 코어시험 의무규정을 

추가

[추가] 요령과 세부지침과의 관계를 명

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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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가능(내진특등급) 인명안전(내진1등급) 붕괴방지(내진2등급)

예비평가
공칭강도×감소계수 

혹은 현장시험 

공칭강도×감소계수 

혹은 현장시험 

공칭강도×감소계수 

혹은 현장시험 

1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현장시험 현장시험 

공칭강도×감소계수 

혹은 현장시험 

2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현장시험 현장시험

공칭강도×감소계수 

혹은 현장시험 

거주가능(내진특등급) 인명안전(내진1등급) 붕괴방지(내진2등급)

예비평가
기본재료강도 혹은 

현장시험 

기본재료강도 혹은 

현장시험 

기본재료강도 혹은 

현장시험 

1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현장시험 현장시험

기본재료강도 혹은 

현장시험 

2단계 

내진성능상세평가
현장시험 현장시험

기본재료강도 혹은 

현장시험 

표 1.1.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강도 및 조적의 강도 결정방법

표 1.1.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강도 및 조적의 강도 결정방법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는 재료의 하한(Lower-bound)값으로

간주한다. 평균강도는 각 재료별로 설계기준강도에 표 1.1.4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표 1.1.4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평균강도를 구하기 위한 재료별 보정계수

이 경우, 기대강도는 시험결과의 평균으로 하며 설계기준강도(공칭강도

혹은 하한강도)는 기대강도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으로 한다. 시험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기대강도는 표본 평균의 75%로 하며

설계기준강도는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의 75%로 한다. 이 경우

변동계수를 축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하여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는 재료의

공칭강도로서 재료강도의 변동을 고려한 안전측의 값이다. 따라서

기대강도(재료가 실제로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강도의 평균값)는 5

~ 7장에서 각 재료별로 제시된 보정계수를 설계기준강도에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설계기준강도는 표 1.2.2에서 제시된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계수와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단,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에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한 값이 표 1.2.3에 제시된

연도별 기본재료강도의 공칭강도보다 낮을 경우 연도별 기본재료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료상태는 불량으로

간주한다. 재료의 상태는 구조요소에 발생한 균열발생, 변형, 화재이력,

마무리정도에 따라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며 재료상태를 보통 혹은

양호로 판정할 경우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비평가시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세평가시 설계도서가

없고 현장시험이 어려운 재료(철근 등)의 경우 재료강도는 표 1.2.3의 연도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값에는 경과년수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가

이미 고려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 감소계수는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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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재료 특성 계  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1.20

철근의 인장 및 항복강도 1.25

강재 연결재의 항복강도 1.50

철골 부재의 항복강도 1.25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할 경우 표 1.1.5와 같이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계수와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료상태는 불량으로 간주한다. 재료의 상태는

구조요소에 발생한 균열발생, 변형, 화재이력, 마무리정도에 따라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며 재료상태를 보통 혹은 양호로 판정할 경우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 1.1.5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적조 

압축강도 

조적조

전단강도

경과 

년수

30년 이상 0.8 0.5 0.7

20년 이상 0.9 0.6 0.8

20년 미만-10년 이상 1.0 0.8 0.9

10년 미만 1.0 1.0 1.0

재료 

상태

양호 1.0 1.0 1.0

보통 0.9 0.8 0.85

불량 0.8 0.5 0.7

건설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은 표 1.1.6과 같다.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경과년수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는 이미 고려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표 1.1.6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

표 1.2.2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적조 

압축강도 

조적조

전단강도

경과 

년수

30년 이상 0.8 0.5 0.7

20년 이상 0.9 0.6 0.8

20년 미만-10년 이상 1.0 0.8 0.9

10년 미만 1.0 1.0 1.0

재료 

상태

양호 1.0 1.0 1.0

보통 0.9 0.8 0.85

불량 0.8 0.5 0.7

구분

1970년 이전 1971-1987년 1988-2000년 2001년 이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콘크리트 강도

( , MPa)
13 15 15 18 18 21 21 24

철근의 

항복강도

( , MPa)

240 300 240 300 2401) 3001) 300 375

강재의 

항복강도

( , MPa)

235 294 235 294 235 294 235 294

1)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2001년 이후와 동일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2.3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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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970년 이전
1971-1988년

이전
1988-2000 2001년 이후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콘크리트 강도

( , MPa)
13 15 15 18 18 21 21 24

주근의 

항복강도

( , MPa)

240 300 240 300 240 300 300 375

강재의 

항복강도

( , MPa)

235 294 235 294 235 294 235 294

해설

FEMA 356에서도 표 1.1.4와 유사한 형태로 공칭강도로부터 평균강도를 얻기

위한 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단, FEMA 356에서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

강도로부터 평균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1.50을 제시하고 있으나, 품질관

리가 철저하지 못하였던 예전의 국내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 시공실태를 반영하

여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1.20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내 현장조사결과 조적조 건축물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

다. 조적조의 강도를 최대 25%까지 저감시킨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FEMA 356(FEMA356 Table 7.1)에서 상태가 나쁜 조적벽의 압축강도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비해 1/3수준으로 낮게 보고 있으며 전단강도는 1/2수준으로 저

감시킴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하였다.

표 1.1.6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 중 1971년~2000년까지의 자료는 "국내실정

에 맞는 취성파괴형 및 삼중수평저항 시스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기법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2008)“에 수록되어 있는 국내 중․저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의 값은 현재 사용

되는 가장 낮은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를, 1971년 이전의 값은 1970년~1988

년 자료로부터 노후도를 감안하여 저감시켜 결정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재

료강도의 최소치 조사결과를 보면 1957년에는 13.5MPa, 1962년 15MPa, 1972년

18MPa로 보고되고 있다.

해설

구조설계시 사용되는 설계기준강도는 재료강도의 변동을 고려한 안전측의 값

이다. 콘크리트의 경우 배합되는 각 재료의 상태와 양생방법 등에 따라 발현강

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굳은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시

험을 수행한 결과를 사용하므로 제조 및 양생 과정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지 않

고 표본의 수량이 제한되므로 ASCE 41을 참조하여 변동계수에 관한 규정을 추

가하여 보완하였다. 표 5.2.1와 표 7.2.2에 제시된 계수는 설계기준강도와 기대강

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FEMA 356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칭강도로부터 기대강도를 얻기 위한

보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단, FEMA 356에서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로

부터 기대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수로 1.50을 제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가 철

저하지 못하였던 예전의 국내 기존 콘크리트 건축물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보수

적인 평가를 위해 1.20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내 현장조사결과 조적조 건축물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

다. 조적조의 강도를 최대 25%까지 저감시킨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FEMA 356(Table 7-1)에서 상태가 나쁜 조적벽의 압축강도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비해 1/3수준으로 낮게 보고 있으며 전단강도는 1/2수준으로 저감시킴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하였다.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 중 1971년~2000년까지의 자료는 "국내실정에 맞는

취성파괴형 및 삼중수평저항 시스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기법개발(한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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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내진성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한다. 보고서의 문

장은 간결하고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

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

음과 같으며 예비평가만 수행된 경우 ③과 ④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수행된 평가의 단계 : 예비평가, 1단계 상세평가, 2단계 상세평가

② 구조물에 대한 정보

-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 구조형식 : 지진력저항시스템, 연직하중저항시스템

- 주요 비구조요소(조적채움벽)의 위치 및 치수

- 건물의 용도, 건축법상 내진등급에 의한 요구성능수준

- 지반조건

- 재료강도 및 재료상태

③ 구조해석 모델 및 가정 사항

④ 부재별 평가결과

⑤ 최종 판정결과 및 결론

예비평가 보고서 작성시 구조시스템별로 제시된 예비평가시트를 사용할 수

1.1.5 내진성능 평가결과 보고서

내진성능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한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예비평가의 경우 보고서 작성시 구조시스템별로 제시된

예비평가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조물에 대한 정보

② 구조해석 모델 및 가정 사항

③ 부재별 평가결과

④ 최종 판정결과 및 결론

상세평가수행 후 보고서 작성시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는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 B는 필수정보가 포함된 간략한 보고서의

예시로서 실제 내진성능 평가보고서에는 평가결과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근거자료(현장조사결과 및 해석결과)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부록

C는 건축물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층 수직부재의 파괴모드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해석결과의 적정성 (혹은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수직부재 사전평가표이다.

안전공단, 2008)“에 수록되어 있는 국내 중․저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대상

으로 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의 값은 현재 사용되는 가

장 낮은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를, 1971년 이전의 값은 1970년~1988년 자료로

부터 노후도를 감안하여 저감시켜 결정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재료강도의

최소치 조사결과를 보면 1957년에는 13.5MPa, 1962년 15MPa, 1972년 18MPa로

보고되고 있다.

1.3 내진성능 평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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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보고서는 구조해석에 대한 방법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보고서는 비선형해석시 사용된 부재별 비선

형 능력에 대한 가정 및 해석결과를 토대로 부재강도 및 변형을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단계 및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보고서에

는 해석결과를 토대로 판정된 부재별 성능수준 및 이를 근거로 판정한 구조

물 전체의 성능수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평가요령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건축구조기준

(KBC2009, 국토해양부 제정)' 및 ‘건축구조용어사전(대한건축학회, 2008)‘에

따른다.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차부재 (primary component) : 지진력을 저항하는 부재로서 주로 지진력하

중저항시스템 내의 부재.

2차부재 (secondary component) : 연직하중을 저항하는 부재. 횡하중을 저항

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으나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발생하여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m 계수 : 변형지배거동 참조

가새골조 : 가새 부재의 축방향력을 통해 횡력을 지지하는 구조 방식을 말한

다.

감쇠 :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뜻함

1.2 용어 정의

이 평가요령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구조용어사전(대한건축학회, 2008)’에 따른다.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차부재 (primary component) : 지진력(연직하중포함)을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로서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 내의 부재.

2차부재 (secondary component) : 연직하중만을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횡하중 저항능력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발생하여도

연직하중 지지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m 계수 : 변형지배거동 참조

가새골조 : 가새 부재의 축방향력을 통해 횡력을 지지하는 구조 방식을

말한다.

감쇠 :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뜻함

1.4 용어 정의

[수정]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일

부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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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

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정

한 지진하중의 크기. 이 요령에서는 50년간 초과확률이 2%인 지진(즉 2400

년 재현주기의 지진)의 2/3 수준의 지진으로 하였음.

등가선형화법 (Equivalent linearization method) : 역량스펙트럼법

모멘트골조방식 :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부담

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목표변위 (Target displacement) :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하여 변위계수법

을 통해 산정되는 구조물의 변위의 예측치. 목표변위는 역량스펙트럼법에 의

해 구해지는 성능점과 같은 의미이다.

밑면 : 지진 등이 건축 구조체에 전달되는 위치로서 구조체가 지면과 직접

접하는 지반표면의 부위를 말한다.

밑면전단력 :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을 말한다.

변위계수법 (Displacement coefficient Method) : 주어진 규모의 지진력 작용

시 구조물의 횡변위를 예측하는 방법. 탄성단자유도시스템의 최대예상변위에

구조물의 항복 및 다자유도 효과 등을 고려하는 여러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변형지배거동 (Deformation-controlled action) : 지진력 저항시 항복이 수반

공진 :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정한 지진하중의 크기. 성능목표 상의 지진위험도(또는 재현주기), 지진구역,

및 지반조건에 따라 평가지준 지진의 크기는 변화한다.

등가선형화법 (Equivalent linearization method) : 역량스펙트럼법

모멘트골조방식 :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목표변위 (Target displacement) :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하여

변위계수법을 통해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요구변위의 예측치. 목표변위는

역량스펙트럼법에 의해 구해지는 성능점과 같은 의미이다.

밑면 : 지진 등이 건축 구조체에 전달되는 위치로서 구조체가 지면과 직접

접하는 지반표면의 부위를 말한다.

밑면전단력 :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을 말한다.

변위계수법 (Displacement coefficient Method) : 주어진 규모의 지진력

작용시 구조물의 최대요구변위를 예측하는 방법. 탄성단자유도시스템의

최대예상요구변위에 구조물의 항복 및 다자유도 효과 등을 고려하는 여러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수정]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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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재의 거동. 휨거동이 대표적이며 부재의 종류에 따라 휨 이외에 전단

거동이 포함될 수 있다. 선형해석을 통한 평가에서 변위지배거동의 적합성,

즉 적절한 비선형 거동의 한계는 m 계수를 통해 판단하며, 비선형해석시에

는 예측된 소성변형의 크기를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비구조 부재 :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력이

없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조적채움벽의 경우 비구조부재로 설계되

나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내진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

성능수준 (Performance Level) : 평가기준 지진작용시 지진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변형 혹은 손상 등의 따른 구조물의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 구조물의 성능수준으로는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의 세단계로 나

뉜다.

성능점 : 지진에 의한 요구곡선 및 구조물의 역량곡선의 교차점. 요구곡선에

의해 규정되는 규모와 특성을 가진 지진 작용시 역량곡선에 의해 규정되는

강도와 비선형능력을 가진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지진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

낸다.

스펙트럼 :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구조물이

지니는 지진하중과 변위의 관계로, 등가 1자유도의 가속도-변위 관계로 나타

낸 곡선을 말한다.

역량스펙트럼 (Capacity spectrum) : 스펙트럼가속도와 스펙트럼변위의 관계

로 표현된 역량곡선.

역량곡선 (Capacity curve) :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

선형거동을 밑면전단력과 최상층변위로 표현한 곡선. 푸시오버 곡선이라고도

한다.

변형지배거동 (Deformation-controlled action) : 지진력 저항시 항복이

수반되고 항복후 저항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재의 거동. 휨거동이 대표적이며

부재의 종류에 따라 휨 이외에 전단거동이 포함될 수 있다. 선형해석을 통한

평가에서 변위지배거동의 적합성, 즉 적절한 비선형 거동의 한계는 m 계수를

통해 판단하며, 비선형해석시에는 예측된 소성변형의 크기를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비구조요소 :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횡력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조적채움벽의 경우

비구조부재로 설계되나 구조물의 횡력저항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시 해석모델에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성능수준 (Performance Level) : 지진력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변형 혹은

손상에 따른 구조물의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 구조체의

성능수준은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의 세 단계로 나뉜다.

성능점 : 역량스펙트럼법에 의해 산정된 최대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지진에 의한 요구곡선 및 구조물의 역량곡선의 교차점. 요구곡선에

의해 규정되는 규모와 특성을 가진 지진 작용시 역량곡선에 의해 규정되는

강도와 비선형능력을 가진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지진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낸다.

스펙트럼 :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주기 혹은 주파수에 대한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능력스펙트럼 (Capacity spectrum) : 능력곡선을 스펙트럼가속도와

스펙트럼변위의 관계로 표현한 곡선. 역량스펙트럼이라고도 한다.

능력곡선 (Capacity curve) :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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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스펙트럼법 (Capacity spectrum method) : 지진에 의해 예상되는 구조물

의 거동을 구하기 위해 구조물의 저항능력과 요구량을 역량스펙트럼과 요구

스펙트럼의 형태로 한 곡선에 표현하여 성능점을 구하는 방법.

응답 : 어떤 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

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의사지진력 : 평가기준 지진시 기대되는 구조물의 횡변위와 동일한 변위를

선형해석에서 나타나게 하는 지진하중.

재현주기 :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

떤 크기 이상의 연 최대치가 몇 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전단벽 : 벽의 면내로 횡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체를 말한다.

전단벽방식 :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전단파속도 :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

정하거나 지반의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지진력저항시스템 : 지진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요소. 골조, 전단벽, 가새 혹은

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지진하중: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

최대유효지반가속도(EPA): 특정지진의 5% 감쇠를 가지는 단자유도 구조물

에 대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값에서 0.1초-0.4초의 단주기 범위의 값을 평

비선형거동을 밑면전단력과 최상층변위로 표현한 곡선. 역량곡선 혹은

푸시오버 곡선이라고도 한다.

역량스펙트럼법 (Capacity spectrum method) : 지진에 의해 예상되는

구조물의 거동을 구하기 위해 구조물의 저항능력과 요구량을 능력스펙트럼과

요구스펙트럼의 형태로 한 곡선에 표현하여 최대요구변위를 구하는 방법.

응답 : 어떤 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의사지진력 : 지진시 비선형거동을 통해 나타나는 구조물의 횡변위와 동일한

크기의 탄성변위를 나타나게 하는 지진하중.

재현주기 :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크기 이상의 연 최대치가 몇 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전단벽 : 벽의 면내로 횡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체를 말한다.

전단벽방식 :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전단파속도 :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나 지반의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지진력저항시스템 : 지진하중을 저항하는 구조요소. 골조, 전단벽, 가새 혹은

이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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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한 후 이를 2.5로 나누어 구한 값.

층간변위 : 인접 층 사이의 상대 변위를 말한다.

층지진하중 : 건축물의 각 층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말한다.

평가기준 지진 :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

평균강도 : 실제로 기대되는 구조재료, 혹은 구조요소의 평균예상강도. 공칭

강도보다 높다.

<추가>

프리즘압축강도: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의 개체로 조적

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로부터구한 조적의 압축강도.

하중지배거동 (Force-controlled action) : 취성적 특성을 가지는 부재의 거동

으로 지진력 저항시 항복이 수반되지 않거나 항복 후 저항력을 기대할 수

없는 부재의 거동.

<신설>

<삭제>

<삭제>

층간변위 : 인접 층 사이의 상대 변위를 말한다.

층지진하중 : 건축물의 각 층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말한다.

<삭제>

<삭제>

기대강도 : 구조재료, 혹은 구조요소의 실제로 기대되는 예상강도의 평균값.

공칭강도보다 높다.

프리즘압축강도: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의 개체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로부터구한 조적의 압축강도.

힘지배거동 (Force-controlled action) : 취성적 특성을 가지는 부재의

거동으로 지진력 저항시 항복이 수반되지 않거나 항복 후 저항력을 기대할

수 없는 부재의 거동.

이 요령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건축구조기준은 KBC 2016을 가리킨다.

다만 건축구조기준 중 내진설계부분은 2019년 3월에 고시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을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는 2017년 개정 콘

크리트구조 학회기준을 따른다.

1.5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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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2.1 일반사항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지진하중과 지진위험도는 2009년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정한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이하 KBC2009)의 내용을 따른다. KBC2009에

따른 지진하중 즉,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2/3수준의 지진 작용시

KBC2009에 정의된 내진특등급 건물, 내진1등급 건물, 내진2등급 건물은

각각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내진성능 평가는 대상 건축물이 이러한 목표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각 내진등급의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요구성능수준

2400년 지진의 2/3 수준의 지진작용시 성능목표 KBC2009의 내진등급

거주가능 내진특등급

인명안전 내진1등급

붕괴방지 내진2등급

붕괴위험 없음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성능수준은 표 2.1.1과 같이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1에 제시된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의 정의는 각각

표 2.1.2와 표 2.1.3과 같다.

건축물의 성능수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거주가능 기능수행

즉시복구 거주가능 위치유지

인명보호 인명안전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표 2.1.1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의 관계

제2장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2.1 최소성능목표

[추가,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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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손상 정도

거주가능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대체

로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

급하지는 않다.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지

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 파단, 항복,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다. 구조부재의 보

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

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 

붕괴방지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

향 영구변형이 있다.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

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

할 수 있다.

표 2.1.2 구조요소의 성능수준별 손상 정도

성능수준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기능수행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수행 할 수 있다.

위치유지
지진 이후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나 위치가 고정되어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인명안전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표 2.1.3 비구조요소 성능수준의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성능목표는 특정 지진위험도에서 요구되는 성능수준으로 정의된다.

건축물이 만족하여야 할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는 표 2.1.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는 건축구조기준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에서 요구되는

최소성능목표와 동일하다. 평가자는 성능목표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주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표 2.1.4의 성능목표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설정된 성능목표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1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

내진설계기준연구 II(건설교통부, 1997)에서는 구조물의 내진성능목표를 기능

수행과 붕괴방지의 두가지 성능수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설계지진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 붕괴방지

50년 II 등급

100년 I 등급

200년 특등급

500년 II 등급

1000년 I 등급

2400년 특등급

하지만 이후 국내 내진설계기준은 내진설계기준연구 II에서 제시된 설계지

진 및 성능수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이후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내진

설계기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 성능수준

특
2400년 인명보호

1000년2) 기능수행

I

2400년 붕괴방지
1)

1400년2)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1) 내진I등급 건축물의 붕괴방지 검토시에는 붕괴방지 허용기준을 1.2로 나눈 값(혹은 인명

안전과 붕괴방지의 중간수준의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1000년 재현주기 지진의 크기는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2/3로 정의한다. 1400년 재현주

기 지진의 크기는 1000년 재현주기 지진 크기의 1.2배로 정의한다.

표 2.1.4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KDS 41 17 00 표 15.3-1)

해설

내진설계기준연구 II(건설교통부, 1997)에서는 구조물의 내진성능목표를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의 두가지 성능수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해표 2.1.1 내진설계기준연구 II의 성능목표(건설교통부, 1997)

설계지진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 붕괴방지

50년 II 등급

100년 I 등급

200년 특등급

500년 II 등급

1000년 I 등급

2400년 특등급

2017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내진설계기준연구 II에서 제시된

성능수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31개 시설물에서 공통적으로 만족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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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신축건축물의 중요도별로 BSE-1의 지진(최대고려지진의 2/3 혹

은 500년 재현주기 지진중 작은 값)과 BSE-2의 지진(최대고려지진, 약 2400

년 재현주기 하중에 해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내진설계기준도 이와 유사하다.

중 요 도 BSE-1 BSE-2

중요도(특) 거주가능(IO) 인명안전(LS)

중요도(1)
중요도(특)과 중요도(2)의   

성능수준의 중간수준

중요도(특)과 중요도(2)의   

성능수준의 중간수준

중요도(2)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중요도(3)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또한 ASCE 41-06(FEMA 356)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중요

도에 상관없이 BSE-2 지진에 대해 붕괴방지, BSE-1 지진에 대해 인명안전

이며 ASCE 31-03(FEMA 310)의 경우 BSE-1 지진에 대해 인명안전이며 중

요도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추가적으로 거주가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령의 요구성능수준은 위의 표에서 BSE-1 지진에 대한 요구성능

수준과 유사하나 내진2등급 건축물의 경우 요구성능수준을 인명안전에서 붕

괴방지로 완화시킨 것이다.

최소성능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KDS 17 10 00’의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에 반영되었다. 그 내용은 해표 2.1.2와 같다.

설

계

지

진

         내진성능수준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II등급

100년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2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5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

1,000년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400년 내진특등급

4,800년 내진특등급

해표 2.1.2 최소 내진성능목표(표 4.1-1, ‘KDS 17 10 00’)

하지만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내진설계기준연구 II에서 제시된

설계지진 및 성능수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이후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및

내진설계기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진위험도와

성능수준의 관계는 해그림 2.1.1과 같다.

해그림 2.1.1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성능목표

최대고려지진은 확률론적으로 건축물을 포함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에서 고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3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2.2 지진위험도

2.2.2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우리나라의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역계수 값은 표 2.2.1와 같이 구분한

다.

표 2.2.1 지진구역 구분 및 지역계수

지진구역 행정구역 유효지반가속도 S

1 지진구역 2를 제외한 전지역 0.22

2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0.14

※ 강원도 북부(군,시)：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전라남도 남서부(군,시)：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우리나라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값(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은 표 2.2.1과 같이 구분한다. 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는 표 2.2.2와

같다.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2.2.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별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표 2.2.1에 제시된 지진구역계수(Z)에

려할 필요가 있는 최대크기의 지진을 가리키며, 2400년 재현주기의 지진으로 정

의된다. 이는 IBC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동일하다.

2400년 재현주기지진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약진 지역에서도

발생가능성은 작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방법을 따라 인명안전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경

우, 확률적으로 그보다 1.5배 큰 유효지반가속도 수준의 붕괴방지수준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본설계지진은 최대고려지진의 2/3 수준

의 유효지반가속도로 정의된다. 기본설계지진은 건축물의 중요도계수를 적용하

여 조정하지 않은 지진위험도이다.

건축구조기준의 최소성능목표는 해그림 2.1.1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 요

령에서도 동일한 성능목표를 설정하였다.

2.2 지진위험도

2.2.1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및 위험도계수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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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지반의 분류 및 지반증폭계수

2.2.3.1 지반종류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표 2.2.2와 같이 5종으로 분류한다. 지반의

분류를 위한 지반조사방법은 KBC2009의 “0402 지반조사”에 따라 수행한다.

표 2.2.2 지반의 분류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  칭

상부 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타격횟수/300mm)

비배수전단강도

 (×10-3MPa)

 경암 지반 1500 초과
－ －

 보통암 지반 760에서 1500



매우 조밀한 토사 

지반

또는 연암 지반

360에서 760 ＞ 50 ＞ 100

 단단한 토사 지반 180에서 360 15에서 50 50에서 100

 연약한 토사 지반 180 미만 ＜ 15 ＜ 50

표 2.2.2에서 제시된 위험도계수(I)를 곱한 값으로 한다.

                  × (2.2.1)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표 2.2.2 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지반분류는 KDS 17 10 00의 4.2.1.2를 따르나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반암깊이가 3m 미만인 경우 지반으로 볼 수 있다.

(2)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 30m에 대한

평균 전단파속도를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로 볼 수 있다.

(3)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표 2.2.3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른 지반분류이다.

2.2.2 지반의 분류 및 지반증폭계수 

2.2.2.1 지반종류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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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반분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지하층을 가진

구조물로서 직접기초를 사용하고 기초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의 단단한

지반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지반분류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진에 의하여 지하층 구조벽에 작용하는 횡토압에 대하여 상부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말뚝기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구조 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이고, 건물 진동의 입력이 지하구조의 저면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설계, 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구조의 저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반증폭계수는 지반분류에 따라 표 2.2.3과 표 2.2.4와 같다.

2.2.3.2 지반분류의 기준면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암반 지반 3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3∼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3∼20 이하 120 초과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50 미만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20 초과 50 미만 120 초과 180 미만

매우 연약한 지반 3 이상 120 이하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 2.2.3 지반의 분류 

지반분류의 기준면은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표면으로 한다.

설계도서에 지반분류를 판정할 수 있은 정보가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

지반분류를 위해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단주기지반증폭계수 와 주기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 는 각각 표 2.2.4와

표 2.2.5와 같다. 단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

17 00)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반암의 깊이가 20 m를 초과하고 지반의 평균 전단파속도가 360 m/s 이

상인 경우, 표 2.2.5에 규정된 의 80%를 적용한다.

(2) 표 2.2.3에 따라 로 분류되나 기반암의 깊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 와 의 110%를 적용한다.

2.2.2.2 지반분류의 기준면 및 지반조사

2.2.2.3 지반증폭계수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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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지반증폭계수 

지반종류
지진구역

 ≦       

 0.8 0.8 0.8

 1.0 1.0 1.0

 1.2 1.2 1.1

 1.6 1.4 1.2

 2.5 1.9 1.3

*는 S를 2.5배한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 보간한다.

표 2.2.4 지반증폭계수 

지반종류
지진구역

 ≦       

 0.8 0.8 0.8

 1.0 1.0 1.0

 1.7 1.6 1.5

 2.4 2.0 1.8

 3.5 3.2 2.8

* 중간 값에 대하여는 직선 보간한다.

지반종류
지진지역

 ≦ 0.1 ＝0.2 ＝0.3

 1.12 1.12 1.12

 1.4 1.4 1.3

 1.7 1.5 1.3

 1.6 1.4 1.2

 1.8 1.3 1.3

* 는 2.2.1절에 따라 산정한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2.2.4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지반종류
지진지역

 ≦ 0.1 ＝0.2 ＝0.3

 0.84 0.84 0.84

 1.5 1.4 1.3

 1.7 1.6 1.5

 2.2 2.0 1.8

 3.0 2.7 2.4

* 는 2.2.1절에 따라 산정한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대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2.2.5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 

,와 값은 부지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지고유 지진응답해석의 절차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지하구조물이 지진토압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기초저면

지반종류가  이상이고 지진토압과 지진하중이 기초저면의 지반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기초저면이 지반에 견고히 정착되어 있다면, 지하층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상구조에 적용되는 지반증폭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하층의 영향을 고려한 지반증폭계수의 산정은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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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스펙트럼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스펙트럼은 식 (2.2.1)에 따른 단주기 스펙트럼

가속도 와 식 (2.2.2)에 따른 주기1초스펙트럼가속도 으로부터 다음 식

에 따라 구한 후 그림 2.2.1과 같이 작성한다.

(1)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3)에 따른다.

(2)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와 같다.

(3)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4)에 따른다.

                  


 (2.2.3)

                 

 (2.2.4)

여기서, = 주기(초),     ,    이다.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 후 그림 2.2.1와 같이

작성한다.

(1)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2)에 의한다.

(2)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와 같다.

(3)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3)에 의한다.

(4)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 (2.2.4)에 의한다.

                  

 
    (2.2.2)

                 

  (2.2.3)

                 
 
 

(2.2.4)

여기서, ：구조물의 고유주기(초)

 :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

 :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

   

   

  초

2.2.3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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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설계스펙트럼 가속도(KBC 2009)

[해설]

지진위험도 및 지진하중은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9)의 ‘0306 지

진하중’을 따랐다. 단, 간편한 평가를 위해 상세지진재해도(건축구조설계기준의

그림 0306.1)는 사용하지 않고 식 (2.2.1) 과 (2.2.2)만을 사용하여 평가기준 지진

의 응답가속도스펙트럼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2.2.1 설계응답가속도스펙트럼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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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수직부재의 재료강도와

단면치수로부터 개략적인 횡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진하중에 의해

건물에 작용하는 밑면전단력과 비교하여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을

안전측으로 평가한다. 수직부재가 전단파괴될 경우는 비선형 거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단파괴하중을 그 부재의 횡하중저항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휨파괴되는 부재의 경우에는 비선형 거동에 의한 에너지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휨파괴강도에 적절한 계수를 곱한 값을 그 부재의

휭하중저항능력으로 본다. 전단파괴 부재와 휨파괴 부재가 공존하는 경우는

두 종류의 부재가 최대하중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구조물의

횡하중저항능력을 두 값의 단순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휨과 전단거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간략식을 사용한다.

약산식을 사용하여 강도 측면에서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지만

매우 간략화된 수식을 사용하므로 비틀림이나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비정형

구조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평가이전에 ‘적용대상건물의

범위’에서 규정된 비정형성의 검토를 통해 비정형성이 있을 경우 예비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예비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세평가를 통한 정밀한 평가를 권장한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예비평가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단면치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재료특성의 경우 건설연도에 따른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한

단면치수 및 재료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수직부재의 재료강도와

단면치수로부터 개략적인 횡하중저항능력을 산정하고 이를 지진하중에 의해

건물에 작용하는 밑면전단력과 비교하여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을

안전측으로 평가한다. 수직부재가 전단파괴될 경우는 비선형 거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전단파괴하중을 그 부재의 횡하중저항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휨파괴되는 부재의 경우에는 비선형 거동에 의한 에너지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휨파괴강도에 적절한 계수를 곱한 값을 그 부재의

휭하중저항능력으로 본다. 전단파괴 부재와 휨파괴 부재가 공존하는 경우는

두 종류의 부재가 최대하중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구조물의

횡하중저항능력을 두 값의 단순합으로 볼 수는 없으며 휨과 전단거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간략식을 사용한다.

약산식을 사용하여 강도 측면에서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지만 매우

간략화된 수식을 사용하므로 비틀림이나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세평가를 통한

정밀한 평가를 권장한다.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수정] 예비평가 적용대상 일부 수정

[삭제] 예비평가 적용대상에서 강구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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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과 입면에서 비정형성이 없는 10층 이하의 건물을 예비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비정형성이 있는 건물과 10층 초과건물은 예비평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바로 상세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정형성의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 평면비정형성

H-1. 비틀림 비정형 : 층의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 간의 거리가 평면 폭의

20%보다 큰 경우에는 비틀림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

여기서,

   :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과의 편심거리

 : 지진방향과 직각방향의 평면의 폭

강성중심은 해당층 수직부재의 면적의 도심점, 질량중심은 해당층 보와

슬래브의 질량, 수직부재의 경우 상하층 중심까지의 질량을 고려한

질량중심으로 산정한다.

H-2. 요철형 평면 :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철형 평 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H-4. 면외 어긋남 : 수직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횡력전달 경로에

있어서의 불연속성.

H-5. 비평행 시스템 : 횡력저항 수직요소가 전체 횡력저항 시스템에

3.1.1 적용대상건물의 범위

이 요령의 예비평가절차는 저층의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3.1.1 적용대상건물의 범위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31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하지 않거나 대칭이 아닌 경우.

- 수직비정형성

V-1. 강성비정형-연층 : 어떤 층의 조적채움벽 등의 비구조재를 포함한

강성에 영향을 주는 수직부 재단면적의 합이 인접한 상부층

수직부재단면적의 합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 수직부

재단면적의 합의 80% 미만인 층이 존재하는 경우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V-2. 중량비정형 :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 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V-3. 기하학적 비정형 : 횡력 저항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 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 기 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V-4.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 : 횡력 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 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수직 저항요소의 면내 불연속에 의한 비 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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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횡력 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

V-5. 강도의 불연속-약층 :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 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해설

비정형성의 판단기준은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09) 및 ASCE7-10,

ASCE7-05등 외국의 기준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설계기준에서 비정형성의

판단기준은 수치를 통한 판단보다는 개념적으로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한

부분도 많으나 본 요령에서는 비정형성판단시트에 의해 최대한 정량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구조계산이 필요했던 항목의 경우 구조계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평가절차를 간략화하였다. 다음은 각 규정에 관한

보충설명이다.

- 비틀림 비정형(H-1) : 건물의 강성의 중심과 질량중심이 일치하지 않고 그

중심간 거리가 큰 경우 격막의 회전에 의해 평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직

요소에 횡변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둥이 횡저항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도 격막을 지지하는 기둥은 격막과 함께 회전하여 큰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고, P-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기준에서 정의된 비틀림

해설

예비평가절차는 다수의 저층 건물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상세평가가 요구되는 건물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요령에서

예비평가는 예비평가시트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조(표 3.3.5)와 조적조 건물(표 3.3.9)에 대해서만 평가시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가 저층 건축물에 가장 흔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강구조의 경우 기둥, 보, 기둥-보 접합부의 항복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며 횡지지조건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 수계산에 의한 평가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예비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013년 요령과 달리 비정형성이 있는 건물도 비정형에 따른

내진성능저하효과를 고려함으로서 예비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층수의 제한도 삭제하였다. 하지만 예비평가에서는 단주기가속도 스펙트럼을

사용하므로 고층건물의 경우 지진하중이 크게 산정되어 보수적으로 평가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정] 예비평가 적용대상 일부 수정

[삭제] 예비평가 적용대상에서 강구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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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성 판단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조해석이 필요하므로 본

요령에서는 강성의 중심과 질량의 중심의 차이 즉 편심거리를 건물평면의

치수와 비교하여 층의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 간의 거리가 평면 폭의 20%보다

큰 경우를 비틀림 비정형을 가지는 건물로 규정하였다. 단, 전단벽없이 기둥만

사용되는 골조구조물의 경우 강성중심을 해당층 수직부재의 면적의 도심점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으며, 질량중심은 해당층 보와 슬래브의

질량, 수직부재의 경우 상하층 중심까지의 질량을 고려한 질량중심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비틀림 비정형(H-1) : 건물에 큰 비틀림이 발생하면 격막의 회전에 의해

가장자리의 수직부재에 추가적인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요철형 평면(H-2) :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09)의 규정과 동일하다.

- 격막의 불연속(H-3) :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강막의 강성은

매우 크므로 강막강성의 검토없이 뚫린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대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

- 면외 어긋남(H-4) 및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성(V-4) : 면외

어긋남의 가장 흔한 경우는 전단벽 또는 가새 골조의 어긋남의 경우로

해설그림 3-1과 같이 위층에서 수직부재의 위치가 아래층에서 이동된

경우이다.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성(V-4)는 ‘면외 어긋남’과

유사하나 면외방향이 아닌 부재의 면내방향 어긋남을 의미한다 (해설그림 3-2).

이러한 비정형성은 전체 층의 강도 또는 강성보다는 불연속된 요소

하부부재의 국부적인 강도 및 연성요구량에 문제를 일으킨다. 상층부의 전단벽

또는 가새 골조는 설계 단계에서 고려한 전단 능력 이상의 능력(capacity)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아래 층의 기둥에 설계하중이상의 전도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럿 혹은 강막이 전단력을 아래층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더라도

기둥은 수직력에 의해 위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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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3-1 면외 어긋남의 사례

ASCE 7-10에서는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성(V-4)을 ‘지지하고 있는

보, 기둥, 트러스, 또는 슬래브에 전도하중을 일으킬 수 있는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있는 경우 수직 저항요소의 면내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해설그림 3-2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성

- 비평행 시스템(H-5) :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09)의 규정과 동일하다.

- 강성비정형-연층(V-1) : 이 경우는 1층을 상가로 사용하면서 개방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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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층과 달리 벽부재가 없는 경우, 호텔이나 사무소 건물에서 1층의 층고가

높을 때, 2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벽식구조이나 1층에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둥을 배치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해설그림 3-3은 1층 층고가

높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1층 기둥이 적절한 강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면 연층이 아니지만 만약 층변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면

연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층 층고가 높은 예 연층이 있을 경우

층변위의 분포

해설그림 3-3 강성비정형-연층

연층이 있을 경우 층변위가 그 층에서 급격히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한 층의

층고가 높거나 횡저항시스템의 종류가 변할 경우 연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횡저항시스템 요소가 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할 때 즉, 부재면적 혹은

부재수의 감소의 경우는 연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요령에서는

건축구조기준과 동일하게 각층의 강성을 산정하고 그 변화비율을 검토하여

연층을 판정한다.

- 중량비정형(V-2) : 중량비정형은 층 중량을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판정한다.

각 층의 유효중량은 구조체의 자중, 간막이 및 영구시설물의 자중으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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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중의 100%와 활하중의 25%로 산정한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구조종별

단위 바닥판 면적당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비정형성이 있을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에 의해 비정형성을 가진 층에서 요구량이 집중될 수 있다.

중량비정형성의 판정시에는 무게가 가벼운 지붕과 옥탑층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기하학적 비정형(V-3) : 횡력 저항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 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 기하학적 비정형에 해당한다. 기하학적 비정형은 각층의

횡력저항시스템의 치수를 통해 판정한다. 기하학적인 비선형은 해설그림 3-4와

같이 어떤 층의 횜력저항시스템의 치수(즉 평면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횡력저항부재로부터 반대쪽의 횡력저항시스템까지의 거리)가 다른 층보다 작은

경우로 건물의 상층층가 아래층보다 작은 경우도 해당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건물외관치수가 아닌 횡저항시스템의 치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기하학적비정형이 있을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에 의해 일부층에 요구량이

집중될 수 있다. 기하학적 비정형성의 판정시에는 1개층으로 이루어진 옥탑층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그림 3-4 기하학적 비정형

- 강도의 불연속-약층(V-5) : 약층은 특정층의 강도가 다른 층에 비해 특별히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각 층의 층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수직부재가 휨지배일 경우 그 부재의 강도는 휨

강도에 해당하는 전단력이다. 예비평가단계에서 층강도는 수직부재의 순높이와

폭 및 건설연도에 따라 주어지는 부재별 유효전단강도를 통해 근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약층이 있을 경우 비선형거동이 집중되어 그 층의 붕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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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당건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2. 건물의 중요부분의 치수

3. 구조계산서

4.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단, 구조 평면도 및 구조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중요부분의 치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지반을

전체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횡저항시스템의 요소가 위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약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연층(Soft story)과 약층(Weak story)의 차이는 강성과 강도의 차이다.

부재는 유연하지만 강하고, 딱딱하지만 약할 수 있다. 수직부재의 단면크기

변화는 강도 및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강도 및 강성 두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지진피해사례에서 보면 중간층에서 붕괴가 일어난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중간층에서 강성 혹은 강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설계시 고려되지 않는

고차모드의 영향으로 중간층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 수직비정형성은 고차모드에 의한 영향과 복합되어 그 영향이 나타난다. 즉,

5~15층 사이의 중간높이인 건물중 한 층에서 강성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층중량이 클 경우 설계시 고려되지 못한 고차모드의 영향으로 일부층에

강도 및 연성요구량이 집중되는 경우 중간층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수직비정형성의 검토시에는 일반적으로 지붕 및 옥탑층은 무시한다.

3.1.2 자료조사 및 정리

해당건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2. 건물의 중요부분의 치수

3. 구조계산서

4. 구조평면도 및 입면도

단, 구조 평면도 및 구조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중요부분의 치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지반을

3.1.2 자료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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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추가>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는 표 3.1.2에 따라 정리한다.

중저층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주기가 1.0초 이하이므로 예비성능평가

단계에서는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한다.

예비평가에서 사용할 평가기준 지진의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지반종류 및 지진구역에 따라 표 3.2.1과 같다.

해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요부재의 치수 정보만을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재료강도에 대한 정보는 현장시험을 통해 얻을 수도

있으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는 도서상의 강도와 표 1.1.5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에 따른 저감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는 표 1.1.6의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반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KBC2009의 규정에 따라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3.2 지진하중

중저층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주기가 1.0초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측의 평가를 위해 예비평가단계에서는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진하중을 평가지진하중으로 한다.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예비평가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단면치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재료특성의 경우 건설연도에 따른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에 근거한 단면치수

및 재료특성을 사용할 수 있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는 표 3.1.2에 따라 정리한다.

해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요부재의 치수 정보만을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재료강도에 대한 정보는 현장시험을 통해 얻을 수도

있으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는 도서상의 강도와 표 1.2.2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에 따른 저감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는 표 1.2.3의 건설연도별 재료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예비평가에서는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만이 사용된다. 지반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장 불리한 경우인  지반으로 가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2 지진하중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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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지반종류 지진구역 1 지진구역 2

 0.29 0.19

 0.37 0.23

 0.43 0.28

 0.50 0.35

 0.65 0.53

표 3.2.1 평가기준 지진의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

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는 기본적으로 층별로 수직부재의

수평력저항능력의 합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력의 비교를 통해

수행한다.

해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평가절차를 간략화하고 좀 더 보수적인 평가결과를

산정하기 위해, 스펙트럼가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기를 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가속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기와 관계없이 스펙트럼가속도 중

가장 큰 값인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또한

예비평가단계에 적용하는 건물이 대부분 저층구조물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3.3 시스템별 평가절차 

예비평가에서는 각 층을 방향별로 수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과 가

정된 연성능력을 토대로 횡하중 저항능력을 산정하고 요구량인 지진하중

의 크기와의 비율을 통해 성능수준을 산정한다. 이러한 절차로 각층 각 방

향별로 성능수준을 산정한 후 구조물전체의 성능수준은 이중 가장 불리한

결과로 판정한다.

3.3.1 철근콘크리트조

3.3.1.1 재료강도 및 부재강도 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각 층 각 방향별로 수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과

가정된 연성능력을 토대로 횡하중 저항능력을 산정하고 요구량인 지진하중의

크기와의 비율을 통해 성능수준을 산정한다. 이러한 절차로 각층 각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산정한 후 구조물전체의 성능수준은 이중 가장 불리한 결과로

판정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는 기본적으로 층별로 수직부재의

수평력저항능력의 합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수평력의 비교를 통해

수행한다.

해설

예비평가단계에서는 평가절차를 간략화하고 좀 더 보수적인 평가결과를

산정하기 위해, 스펙트럼가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기를 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가속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기와 관계없이 스펙트럼가속도 중

가장 큰 값인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또한

예비평가단계에 적용하는 건물이 대부분 저층구조물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3.3 시스템별 평가절차 

3.3.1 철근콘크리트조

3.3.1.1 재료강도 및 부재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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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단면치수와 배근, 재료강도로부터 수직부재의 휨,

전단능력을 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재의 능력(강도)은 연직하중과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역학의 원리 및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이때

변형지배인 부재의 강도는 평균강도를 사용하고 하중지배거동의 경우는

하한치인 공칭강도를 사용한다. 부재의 평균강도는 재료의 평균강도에

근거하여 표 1.1.4의 계수를 적용한 재료의 평균강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수직부재의 평균전단응력 산정시에는 부재의 파괴모드를 고려하여

(휨파괴강도/순높이)와 전단강도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재별

휨파괴강도 및 전단강도는 4.3.2.1의 부재강도 산정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이때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의 재료강도에 표 1.1.5의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에서 기둥은 휨지배형 기둥과 전단지배형 기둥으로

분류한다. 휨지배형 기둥은 휨파괴시 전단력이 전단강도보다 작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단지배형 기둥으로 분류한다. 전단벽은 전단지배형

부재로 본다.

기둥의 휨파괴시 전단력은 다음 식 (3.3.1)에 의해 산정한다.

                

 
(3.3.1)

여기서,

=기둥 상부단면의 휨평균강도

=기둥 하부단면의 휨평균강도

=기둥 순 높이 (그림 3.3.1 참조)

(1)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단면치수와 배근, 재료강도로부터 수직부재의 휨,

전단능력을 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재의 능력(강도)은 연직하중과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역학의 원리 및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이때

변형지배거동인 부재의 강도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하중지배거동의 경우는

하한치인 공칭강도를 사용한다. 부재의 기대강도는 재료의 공칭강도에 표

5.2.1의 계수를 적용한 재료의 기대강도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수직부재의

평균전단응력 산정시에는 부재의 파괴모드를 고려하여 (휨파괴강도/순높이)와

전단강도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재별 휨파괴강도 및 전단강도는

5장의 부재강도 산정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이때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의 재료강도에 표 1.2.2의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에서 기둥은 휨지배형 기둥과 전단지배형 기둥으로

분류한다. 휨지배형 기둥은 휨파괴시 전단력이 전단강도보다 작은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단지배형 기둥으로 분류한다. 전단벽은 전단지배형

부재로 본다.

기둥의 휨파괴시 전단력 는 식 (3.3.1)에 의해 산정한다.

                

 
(3.3.1)

여기서,

=기둥 상부단면의 휨기대강도

=기둥 하부단면의 휨기대강도

=기둥 순 높이 (그림 3.3.1 참조)

[수정]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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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둥

보

조적벽

조적벽

D h0

그림 3.3.1 기둥의 순높이 

기둥단면의 휨평균강도는 4.3.2.1의 부재강도 산정절차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구한다.

(2)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예비평가시 재료의 설계강도를 알 수 없을 경우 건설연도에 따라 다음의

기본값을 사용한다.

1970년 이전 1971-1988년 이전 1988-2000 2001년 이후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콘크리트 

강도

( , MPa)
13 15 15 18 18 21 21 24

주근의 

항복강도

( , MPa)
240 300 240 300 240 300 300 375

표 3.3.1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건설연도별 기본값

기둥

보

조적벽

조적벽

D h0

그림 3.3.1 기둥의 순높이 

기둥단면의 휨기대강도는 5장의 부재강도 산정절차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구한다.

(2)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예비평가시 재료의 설계강도를 알 수 없을 경우 건설연도에 따라 다음의

기본값을 사용한다.

구분

1970년 이전 1971-1987년 1988-2000년 2001년 이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공칭

강도

기대

강도

콘크리트 

강도

( , MPa)

13 15 15 18 18 21 21 24

철근의 

항복강도

( , MPa)

240 300 240 300 2401) 3001) 300 375

표 3.3.1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건설연도별 기본값

1)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2001년 이후와 동일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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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혹은 다음과 같이 부재의 길이/폭비를 근거로 파괴모드를 예상한 후

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에 근거한 표 3.3.2의 평균전단응력을 사용할 수

있다.

기둥분류

건설연도                단위: MPa

1970년

이전

1971년

-1987년

1988년

-2000년
2001년 이후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 
0.46 0.47 0.48 0.53

여기서,  : 기둥의 순높이,  : 하중방향 부재단면의 폭

표 3.3.2 기둥의 평균전단응력

대상건물의 전단벽은 건설연도에 무관하게 전단파괴형 부재로 가정하여

내력을 산정하며, 이때 전단벽의 단면적  및 전단응력 의 산정은 표

3.3.3을 따른다.

혹은 다음과 같이 부재의 길이/폭비를 근거로 파괴모드를 예상한 후

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에 근거한 표 3.3.2의 평균전단응력을 사용할 수

있다.

기둥분류

건설연도                단위:  MPa

1970년

이전

1971년

-1987년

1988년

-2000년
2001년 이후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 
0.46 0.47 0.48 0.53

여기서,   : 기둥의 순높이,  : 하중방향 부재단면의 폭

표 3.3.2 기둥의 평균전단응력

대상건물의 전단벽은 건설연도에 무관하게 전단파괴형 부재로 가정하여

내력을 산정하며, 이때 전단벽의 단면적  및 전단응력 의 산정은 표

3.3.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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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단면

종류
단면 상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
  

기둥이 없는 

전단벽

  ⋅
  

표 3.3.3 전단벽의 종류에 따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산정

면외방향으로 배치된 전단벽의 전단능력은 무시한다. 또한 기둥에 길이가

짧은 벽이 같이 붙어 있을 경우 벽을 무시하고 표 3.3.2에 의해 산정된 기둥

의 전단응력과 표 3.3.3에 의한 벽의 전단응력 중 큰 값을 사용한다.

(3) 조적채움벽(Infilled wall)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나 연성도는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성도효과를 무시하고 강도만을 평가하는 예비평가단계에서는

무시하고 평가한다. 단, 조적채움벽에 의해 기둥의 일부가 구속을 받을 경우

기둥의 파괴모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속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둥의 순높이를 산정한다.

단면

종류
단면 상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
  

기둥이 없는 

전단벽

  ⋅
  

표 3.3.3 전단벽의 종류에 따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산정

면외방향으로 배치된 전단벽의 전단능력은 무시한다. 또한 기둥에 길이가

짧은 벽이 같이 붙어 있을 경우 벽을 무시하고 표 3.3.2에 의해 산정된

기둥의 전단응력과 표 3.3.3에 의한 벽의 전단응력 중 큰 값을 사용한다.

(3)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조적채움벽(Infilled wall)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나

연성도는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예비평가에서는 조적채움벽의 역할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채움벽의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으며 보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져 있을 경우는 0.09 MPa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창호가 존재할

경우 창호의 면적은 공제하며 조적채움벽에 의해 기둥의 일부가 구속을 받을

경우 기둥의 파괴모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속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둥의 순높이를 산정한다.

[추가] 조적채움벽 전단응력 규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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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

전단벽의 기본 전단응력은 일본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나 기둥의 경우와 같이

국내의 기본재료강도 및 일반적인 배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값을

기본 전단응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벽체분류
건설연도

1970년 이전 1971년-1987년 1988년-2000년 2001년 이후

기둥이 없는 경우 0.71 0.74 0.79 0.86

한쪽에 기둥이 있는 경우 1.42 1.48 1.58 1.72

양쪽에  기둥이 있는 경우 2.13 2.22 2.37 2.58

단위: 

3.3.1.2 평가방법 및 성능수준의 판정 

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시 저항능력은 전단지배형 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과 휨지배형 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으로부터 식 (3.3.2)와 같이

산정한다.

                max     (3.3.2)

여기서,

                 ⋅
                 ⋅ ⋅

단, 전단지배형부재의 저항능력산정시 재료강도는 하한값을 사용하고,

휨지배형부재의 저항능력산정시 재료강도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휨지배형부재의 연성능력 는 2.0으로 본다.

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시 저항능력은 전단지배형 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과 휨지배형 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으로부터 식 (3.3.2)와 같이

산정한다.

                 max     (3.3.2)

여기서,

                 ⋅
                 ⋅ ⋅

단, 전단지배형부재의 저항능력산정시 재료강도는 하한값(공칭강도)을

사용하고, 휨지배형부재의 저항능력산정시 재료강도는 평균값(기대강도)을

벽체분류
건설연도

1970년 이전 1971년-1987년 1988년-2000년 2001년 이후

기둥이 없는 경우 0.71 0.74 0.79 0.86

한쪽에 기둥이 있는 경우 1.42 1.48 1.58 1.72

양쪽에  기둥이 있는 경우 2.13 2.22 2.37 2.58

단위: MPa 

해설

전단벽의 기본 전단응력은 일본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나 기둥의 경우와 같이

국내의 기본재료강도 및 일반적인 배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값을

기본 전단응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조적채움벽의 저항능력 0.09 MPa와 0.035 MPa는 표 6.1.1 조적채움벽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에서 상태가 불량일 경우 수평 및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와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각각 해당한다.

3.3.1.2 평가방법 및 성능수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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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성능수준의 판정은 기본적으로 요구량(Demand)/저항능력(Capacity)의

비(DCR)에 의한다. 예비평가에서는 전단력의 저항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요구량은 평가기준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저항능력은

연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이다.

                

∙∙
(3.3.3)

여기서,

 : i 층의 DCR

 : KBC 2009에 따른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구조물의 총 중량

 : i 층 유효중량, 정밀하게 산정하지 않을 경우 10  을사용

 : i 층 바닥면적의 합

 


  







  






: 층 전단력 분포계수

 : 밑면으로부터 층까지 높이

 : 건물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 예비평가에서는 1.0을 사용하여

횡력분포를 역삼각형으로 가정한다.

DCR의 범위 성능수준

DCR≤0.5 거주가능

0.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표 3.3.4 철근콘크리트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사용하여 계산한다. 휨지배형부재의 연성능력 는 2.0으로 본다.

성능수준의 판정은 기본적으로 요구량(Demand)/저항능력(Capacity)의

비(DCR)에 의한다. 예비평가에서는 전단력의 저항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요구량은 평가기준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저항능력은

연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이다.

                 ⋅s

∙∙
(3.3.3)

여기서,

 : i 층의 DCR

 : 재현주기 및 지반조건에 따른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


  



⋅  : 구조물의 총 중량

 : i 층 유효중량, 정밀하게 산정하지 않을 경우 10kN/m2을 사용

 : i 층 바닥면적의 합

 


  







  






: 층 전단력 분포계수

 : 밑면으로부터 층까지 높이

 : 건물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 예비평가에서는 1.0을 사용하여

횡력분포를 역삼각형으로 가정한다.

: i 층의 저항능력

: 비정형성에 의한 구조물의 저항능력의 감소를 고려하기 위한

비정형계수

비형정계수 는 식 (3.3.4)로 산정한다.

                  
 (3.3.4)

[추가] 비정형성계수() 규정 추가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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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기서, 은 아래의 6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의 수를 나타낸다. 단, 5번

항목에 해당할 경우 다른 항목의 수의 합에 2를 더한다.

1. L, T, U, H형 평면에서 돌출부의 면적이 전체평면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 단 돌출부는 튀어나온 길이가 폭의 0.5배 이상인 경우만

고려한다.

2. 평면치수의 장변 대 단변의 비가 8을 초과하는 경우

3.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의 층고의 70%이하일 경우.

단, 최상층은 가장 층고가 낮은 층에 해당하지 않음.

4. 가장 면적이 작은 층의 면적이 가장 큰 층의 면적의 70%이하일 경우.

단, 최상층은 가장 면적이 작은 층에 해당하지 않음.

5. 상층부 수직부재의 단면적 합이 하층부 수직부재의 단면적 합에 비해

30%를 초과하는 경우(필로티 등) 또는 기둥사이의 조적벽체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조적벽체도 수직부재로 본다.

6. 벽체의 강성 중심이 평면의 중심에서 벽체의 수직방향으로 전체 평면길

이의 1/6을 초과하는 경우. 단, 기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 벽체의 강성중심 는 식 (3.3.5)로 산정한다.

                 


 







 




 

(3.3.5)

여기서, 는 i번째 벽체의 길이, 는 평면중심에서 i번째 벽체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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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기본사항

건물의 명칭 :                                         

건물의 위치 :                           

건물의 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건설년도 :             년         경과년수 :                 년

지반종류 :             지진구역 :            

지반종류 지역구역 1 지역구역 2

 0.29 0.19 

 0.37 0.23 

 0.43 0.28 

 0.50 0.35 

 0.65 0.53 

지반종류와 지진구역에 따른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 :           

2. 층별 요구량의 산정

층 중량 : W = 바닥면적 * 10 kN/㎡ 

층 전단력 분포계수 :  


  






  





평가 층의  ⋅⋅

표 3.3.5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시트

1. 기본사항

건물의 명칭 :                                         

건물의 위치 :                           

건물의 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건설년도 :             년         경과년수 :                 년

지반종류 :             지진구역 :            

성능목표 

지진위험도(재현주기) :            성능수준 :            

지진구역계수( ) :            (표 2.2.1)

재현주기에 따른 위험도계수() :           (표 2.2.2)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      (식 2.2.1)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            (표 2.2.4)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  ××) :      

2. 층별 요구량의 산정

층 중량 : W = 바닥면적 * 10 kN/㎡ 

층 전단력 분포계수 :  


  






  





평가 층의   ⋅⋅

표 3.3.5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시트

DCR의 범위 성능수준

DCR≤0.5 거주가능

0.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표 3.3.4 철근콘크리트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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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층높이 
(), m

층바닥 
면적, ㎡

층중량 
() kN

× 
  




층전단력
분포계수

요구량
(kN)

합계

층별 요구량

3. 층별 저항능력의 산정

　
층높이 

(), m
층바닥 

면적, ㎡

층중량 

() kN
× 

  




층전단력

분포계수

요구량

(kN)

합계

층별 요구량

3. 비형정지수 의 산정

  


여기서, 은 아래의 6가지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의 수를 나타낸다.  

1) 평면에서 돌출부의 면적이 전체평면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것

2) 평면치수의 장변 대 단변의 비가 8을 초과하는 것

3)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의 층고의 70%이하일 경우

4) 가장 면적이 작은 층의 면적이 가장 큰 층의 면적의 70%이하일 경우

5) 필로티와 같이 상층부의 수직부재의 단면적의 합이 하층부의 단면적의 합보다 30%를 초과하는 

경우 

6) 벽체의 강성 중심이 평면의 중심에서 벽체의 수직방향으로 전체 평면길이의 1/6을 초과하는 경

우. 

    (기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벽체의 강성중심   


 







 




 

4. 층별 저항능력의 산정

[추가] 비정형성계수()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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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둥의 평균전단응력

기둥분류

건설연도                단위:  MPa

1970년

이전

1971년

-1987년

1988년

-2000년
2001년 이후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 
0.46 0.47 0.48 0.53

여기서,   : 기둥의 순높이,  : 하중방향 부재단면의 폭

전단벽의 종류에 따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산정

            단면

종류
단면 상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1)

  ⋅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2)

  ⋅
  

기둥이 없는 전단벽 

(W3)

  ⋅
  

   평가층의 휨파괴 지배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   

   평가층의 전단파괴 지배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

             

3.1 1층 

1) 수직부재 단면적 정보

기둥의 평균전단응력

기둥분류

건설연도                단위:  MPa

1970년

이전

1971년

-1987년

1988년

-2000년
2001년 이후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 
0.46 0.47 0.48 0.53

여기서,   : 기둥의 순높이,  : 하중방향 부재단면의 폭

            단면

종류
단면 상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1)

  ⋅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2)

  ⋅
  

기둥이 없는 전단벽 

(W3)

  ⋅
  

전단벽의 종류에 따른 단면적 및 전단응력 산정

평가층의 휨파괴 지배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   
평가층의 전단파괴 지배부재의 저항능력의 합 :

              

4.1 1층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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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위치
부 재 

ID

층 고 

(h)

mm

Dx

mm

Dy

mm

단면적

㎟
h/Dx h/Dy

판정

x 

grid

y 

grid
x방향 y방향

위치 부재 ID

　

층고(h)

mm

두께

mm

길이

mm

단면적

㎟
방향

양단에 
연결된 

기둥의 수
x grid y grid

단면적의 합 (㎟) x 방향 y 방향

단주 면적의 합

일반기둥면적의 합

장주 면적의 합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1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2

기둥이 없는 전단벽, W3

- 기둥

- 벽

- 수직부재 단면적 합계

2) 전단내력의 합

위치
부재 

ID

층고 

(h)

mm

Dx

mm

Dy

mm

단면적

㎟
h/Dx h/Dy

판정

x 

grid

y 

grid
x방향 y방향

위치 부재 ID

　

층고(h)

mm

두께

mm

길이

mm

단면적

㎟
방향

양단에 

연결된 

기둥의 수
x grid y grid

단면적의 합 (㎟) x 방향 y 방향

단주 면적의 합

일반기둥면적의 합

장주 면적의 합

양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1

한쪽에 기둥이 있는 전단벽, W2

기둥이 없는 전단벽, W3

1) 수직부재 단면적 정보

- 기둥

- 벽

- 수직부재 단면적 합계

2) 전단내력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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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평균전단응

력, MPa

x 방향 y 방향

단면적의  

합, ㎟

내력의  합

kN

단면적의  

합, ㎟

내력의  합

kN

휨파괴 

부재

장주

Cf

전단파괴 

부재

단주

일반기둥

W1

W2 

W3

Cs

X 방향 Y 방향

Cs+0.7Cf

(D=2)*Cf

저항능력 (최대값)

3) 보유내력의 산정

3.2 2층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3.3 3층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4. 성능수준의 판정 

철근콘크리트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DCR의 범위 성능수준

DCR≤0.5 거주가능

0.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층별 DCR

　

　

　

　

　

　

　

평균전단응

력, MPa

x 방향 y 방향

단면적의  

합, ㎟

내력의  합

kN

단면적의  

합, ㎟

내력의  합

kN

휨파괴 

부재

장주

Cf

전단파괴 

부재

단주

일반기둥

W1

W2 

W3

Cs

X 방향 Y 방향

Cs+0.7Cf

(D=2)*Cf

저항능력 (최대값)

3) 보유내력의 산정

4.2 2층 

4.1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4.3 3층 

4.1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5. 성능수준의 판정 

철근콘크리트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DCR의 범위 성능수준

DCR≤0.5 거주가능

0.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층별 DCR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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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요구량 저항능력 DCR 성능수준

1층
x 방향

y 방향 

2층　
x 방향

y 방향 

3층　
x 방향

y 방향 

각 층 및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결정한 후 가장 불리한 성능수준으로 결정

최종 성능수준 :          

     작성일자 :                               평가자 :                     

해설

일반적으로 전단파괴 지배가 최대 내력을 발휘하는 변형의 크기는 휨파괴

지배 부재가 최대내력을 발휘하는 변형의 크기보다 매우 작다. 이는 전단파괴

지배가 최대 내력을 보이는 변형에서 휨파괴 지배 부재는 최대내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휨파괴 부재의 경우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재의 최대내력 만으로 지진저항 능력을 평가하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과소평가 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단파괴 부재와 휨파괴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식 (3.3.2)와 같이

전단파괴 부재의 내력과 휨파괴부재 내력의 70%를 합한 값과 휨파괴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휨파괴 부재 내력에 만큼 곱한 값 중 큰 값을 전체

내력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된

건축물보다 연성능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본 요령의 예비평가단계에서

　 　 요구량 저항능력 DCR 성능수준

1층
x 방향

y 방향 

2층　
x 방향

y 방향 

3층　
x 방향

y 방향 

      ⋅s

∙∙

각 층 및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결정한 후 가장 불리한 성능수준으로 결정

최종 성능수준 :          

     작성일자 :                               평가자 :                     

해설

일반적으로 전단파괴 지배가 최대 내력을 발휘하는 변형의 크기는 휨파괴

지배 부재가 최대내력을 발휘하는 변형의 크기보다 매우 작다. 이는 전단파괴

지배가 최대 내력을 보이는 변형에서 휨파괴 지배 부재는 최대내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휨파괴 부재의 경우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재의 최대내력 만으로 지진저항 능력을 평가하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과소평가 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단파괴 부재와 휨파괴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식 (3.3.2)와 같이

전단파괴 부재의 내력과 휨파괴부재 내력의 70%를 합한 값과 휨파괴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휨파괴 부재 내력에 만큼 곱한 값 중 큰 값을 전체

내력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된

건축물보다 연성능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본 요령의 예비평가단계에서

[추가] 비정형성계수()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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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조적벽체의 평균전단응력은 다음 표 3.3.8에 의한 기본 전단응력에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거나 재료시험을 통해

얻어진 평균전단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조적벽체의 종류 단면도 전단응력 및 단면적

개구부가 없는 경우
 = 0.2 MPa

  ⋅

개구부가 있는 경우
 = 0.1 MPa

  ⋅

표 3.3.8 조적조 평균전단응력

       표 3.3.9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강도 보정계수

휨지배형부재의 연성능력 는 2.0으로 비교적 작은 값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도 대부분의 부재가 휨파괴

거동을 보이는 경우 항복변형이후 최대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정도는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값이다.

3.3.3 조적조

3.3.3.1 재료강도 및 부재강도 평가

조적벽체의 평균전단응력은 다음 표 3.3.6에 의한 기본 전단응력에 표

3.3.7의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강도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거나

재료시험을 통해 얻어진 평균전단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조적벽체의 종류 단면도 전단응력 및 단면적

개구부가 없는 경우
 = 0.2 MPa

  ⋅

개구부가 있는 경우
 = 0.1 MPa

  ⋅

표 3.3.6 조적조 평균전단응력

휨지배형부재의 연성능력 는 2.0으로 비교적 작은 값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도 대부분의 부재가 휨파괴

거동을 보이는 경우 항복변형이후 최대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정도는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값이다.

3.3.2 조적조

3.3.2.1 재료강도 및 부재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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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구분 조적조 압축강도 조적조 전단강도

경과 

년수

30년 이상 0.5 0.7

20년 이상 0.6 0.8

20년 미만-10년 이상 0.8 0.9

10년 미만 1.0 1.0

재료 

상태

양호 1.0 1.0

보통 0.8 0.85

불량 0.5 0.7

예비평가는 요구량(Demand)/저항능력(Capacity)의 비(DCR)를 사용한다.

예비평가에서는 전단력의 저항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요구량은 평가기준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저항능력은 연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이다.

조적조는 연성능력이 타 구조시스템에 비해 떨어지며 크기가 다른

조적벽체의 혼재에 따라 응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항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8을 곱한다.

                 
⋅⋅

(3.3.8)

여기서

   ⋅  ⋅  : 전단저항력의 합

  : i 층, 개구부가 있는 조적벽체의 전체 면적

  : i 층, 개구부가 없는 조적벽체의 전체 면적

    ∙
 
  



 : i 층, 개구부가 있는 조적벽체의

평균전단응력

3.3.3.2 평가방법 및 등급산정

구분 조적조 압축강도 조적조 전단강도

경과 

년수

30년 이상 0.5 0.7

20년 이상 0.6 0.8

20년 미만-10년 이상 0.8 0.9

10년 미만 1.0 1.0

재료 

상태

양호 1.0 1.0

보통 0.8 0.85

불량 0.5 0.7

표 3.3.7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강도 보정계수

예비평가는 요구량(Demand)/저항능력(Capacity)의 비(DCR)를 사용한다.

예비평가에서는 전단력의 저항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요구량은 평가기준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저항능력은 연직부재의 전단저항능력의 합이다.

조적조는 연성능력이 타 구조시스템에 비해 떨어지며 크기가 다른

조적벽체의 혼재에 따라 응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항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8을 곱한다.

                 
⋅⋅

(3.3.6)

여기서

   ⋅  ⋅  : 전단저항력의 합

  : i 층, 개구부가 있는 조적벽체의 전체 면적

  : i 층, 개구부가 없는 조적벽체의 전체 면적

    ∙
 
  



 : i 층, 개구부가 있는 조적벽체의

평균전단응력

    ∙

 
  



 : i 층, 개구부가 없는 조적벽체의

3.3.2.2 평가방법 및 등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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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 i 층, 개구부가 없는 조적벽체의

평균전단응력


  



⋅ : 구조물의 총 중량

: i 층 유효중량, 정밀하게 산정하지 않을 경우 13  을

사용

 : i 층 바닥면적의 합

 : KBC 2009에 따른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 층 전단력 분포계수

: 밑면으로부터 층까지 높이

k: 건물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 예비평가에서는 1.0을 사용하여

횡력분포를 역삼각형으로 가정한다.

조적조의 등급산정은 표 3.3.10에 의한다.

DCR 범위 성능수준

DCR≤0.25 거주가능

0.2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표 3.3.10 조적조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평균전단응력


  



⋅  : 구조물의 총 중량

: i 층 유효중량, 정밀하게 산정하지 않을 경우 13  을

사용

 : i 층 바닥면적의 합

 : 재현주기 및 지반조건에 따른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

 


  







  






: 층 전단력 분포계수

 : 밑면으로부터 층까지 높이

k: 건물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 예비평가에서는 1.0을 사용하여 횡

력분포를 역삼각형으로 가정한다.

조적조의 등급산정은 표 3.3.8에 의한다.

DCR 범위 성능수준

DCR≤0.25 거주가능

0.25<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표 3.3.8 조적조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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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철골조에서 강재의 공칭항복강도의 기본값은 연도와 상관없이 235MPa로

본다. 설계도서로부터 강재의 공칭강도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철골모멘트골조는 철골기둥의 내력을 변형지배형 부재로 가정하여 강도와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철골 가새골조와 RC 전단벽-철골

모멘트골조는 각각 가새와 전단벽을 하중지배형 요소로 가정하여, 가새와

전단벽의 내력만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전단벽의

내력평가는 RC전단벽 요소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철골모멘트골조 기둥의 휨항복 모멘트 및 그에 따른 전단내력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3.3.4)

여기서,  : 모멘트골조의 기둥 양단에 발생되는 전단력

 : 철골기둥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

 : 패널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

 : 기둥 왼쪽 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

 : 기둥 오른쪽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

 : 기둥의 길이 (층고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부재강도값은 축력, 세장비, 콤팩트단면여부 등을 고려하여

KBC2009에 따라 계산한다.

3.3.2 철골조

3.3.2.1 재료강도 및 부재강도 평가

3.3.2.2 평가방법 및 성능수준의 판정 

강구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절차는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구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상세평가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3.3.3 강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삭제] 예비평가 적용대상에서 강구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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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축력 및 세장비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는 다음을 따른다.

- 콤팩트단면 :   

- 비콤팩트단면 :  

여기서,    : 축력이 없는 경우(=0)의 철골기둥의 소성모멘트강도

 : 단면의 소성단면계수

 : 강재의 평균항복강도 (= 1.25X235 MPa = 294 MPa)

는 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로 다음을 따른다.

i) 횡방향구속된 경우

- 콤팩트 단면:  

- 비콤팩트단면:   

ii) 횡방향구속되지 않은 경우

- 콤팩트 단면:  

- 비콤팩트단면:   

여기서,    : 철골보의 소성모멘트강도이다.

는 패널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로 다음과 같이 패널존의 평균전단강도

에 기둥과 결합되는 보의 춤 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 기둥 단면의 춤(depth)

 : 이중보강판(doubler plate)을 포함한 패널존부분의 두께

 : 보플랜지간 거리, 양측보의 플랜지간거리가 다를 경우 둘 중 작은 값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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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철골조 가새골조의 경우 가새에 의한 횡방향 강도는 다음 식 (3.3.6)으로

계산한다.

                 
 




 
 

 


(3.3.6)

여기서,

 : 가새의 수, 가새가 압축에 대해 설계된 경우 전체 부재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장가새의 수만 사용한다.

 : 가새부재의 단면적

s : 가새가 있는 경간의 길이

 : 가새부재의 길이

어떤 층의 횡하중저항능력은 그 층의 전단내력에 연성도 계수를 곱하여 구한

다.

                  ⋅ (3.3.5)

여기서, 는 연성도를 고려한 계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모멘트골조의 경우 = 3.0

- 중심가새골조의 경우 = 2.5

- 편심가새골조의 경우 = 3.0

등급산정은 기본적으로 요구량(Demand)/저항능력(Capacity)의 비(DCR)에

의한다. 예비평가에서는 전단력의 저항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요구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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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평가기준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저항능력은 층별 전단저항능력의

합이다.

                 

∙∙
(3.3.7)

여기서,

 : i 층의 DCR

 : KBC 2009에 따른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구조물의 총 중량

 : i 층 유효중량, 정밀하게 산정하지 않을 경우 8  을 사용

 : i 층 바닥면적의 합

 


  







  






: 층 전단력 분포계수

 : 밑면으로부터 층까지 높이

 : 건물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 예비평가에서는 1.0을 사용하여 횡

력분포를 역삼각형으로 가정한다.

DCR의 범위 성능수준

DCR≤0.6 거주가능 

0.6<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표 3.3.6 철골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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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층높이 
(), m

층바닥 
면적, ㎡

층중량 
() kN

× 
  




층전단력
분포계수

요구량
(kN)

1. 기본사항

건물의 명칭 :                            

건물의 위치 :                            

건물의 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건설년도 :              년         경과년수 :               년

강재의 공칭강도() : 235  MPa (기본값)

지반종류 :             지진구역 :           

지반종류 지역구역 1 지역구역 2

 0.29 0.19 

 0.37 0.23 

 0.43 0.28 

 0.50 0.35 

 0.65 0.53 

지반종류와 지진구역에 따른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 :          

2. 층별 요구량의 산정

층 중량 : W = 바닥면적 * 8 kN/㎡ 

층 전단력 분포계수 :  


  






  





,   평가 층의  ⋅⋅

표 3.3.7 철골조의 예비평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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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플랜지 :   웨브:   

Limit  =10  =99

단면번호       판정

단면번호 h
(mm)

b
(mm)


(mm)


(mm)

r
(mm)


 


 


 

단면번호
x축 (강축) y축 (약축)

 감소계수   감소계수 

3. 평균전단력 산정

- 단면 

- 폭두께비의 검토

  기준

* 웨브와 플랜지의 폭두께비 모두 기준보다 작으면 콤팩트단면, 둘 중 하나라도 기준보다 크면 비콤

팩트 단면으로 판정한다. 

- 기둥부재 강도

축력 및 세장비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기둥부재 모멘트강도

- 콤팩트단면 :   

  - 비콤팩트단면 :  

  여기서,    : 축력이 없는 경우 기둥의 소성모멘트강도

    : 단면의 소성단면계수

      : 강재의 평균항복강도 (= 1.25X235 MPa = 294 MPa)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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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패널존 강도

    

단면번호    (kN)

- 보부재 강도

  보의 평균소성모멘트강도

  i) 횡방향구속된 경우 

     - 콤팩트 단면:   

     - 비콤팩트단면:   

  ii) 횡방향구속되지 않은 경우 

     - 콤팩트 단면:   

     - 비콤팩트단면:   

여기서,    : 철골보의 소성모멘트강도 

단면번호   감소계수 

- 가새부재의 축방향 강도

     

    : 가새부재의 단면적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63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둥 보(좌) 보(우)  
보춤의 

최소값


최소모멘

트강도


단면번호   

4. 층당 저항능력 산정

층 횡하중저항능력

   ⋅
는 연성도를 고려한 계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모멘트골조의 경우 = 3.0

  - 중심가새골조의 경우 = 2.5

  - 편심가새골조의 경우 = 3.0

- 모멘트골조의 층전단내력

   


  

    

   : 보플랜지간 거리, 양측보의 플랜지간거리가 다를 경우 둘 중 작은 값

- 가새의 층전단내력 

가새에 의한 횡방향 강도

     
 





        : 가새의 수, 가새가 압축에 대해 설계된 경우 전체 부재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장가    

           새의 수만 사용한다. 

s : 가새가 있는 경간의 길이

 : 가새부재의 길이

2층 

- X 방향

모멘트골조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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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Sum

기둥 보(좌) 보(우)  
보춤의 

최소값


최소모멘

트강도


Sum

모멘트 골조 : 연성도계수 = 3.0

저항능력 :               (kN)

   

가새골조

x line y line 부재번호 경간길이 층고    

Sum 

가새 골조 : 연성도계수 = 2.5

저항능력 :               (kN)

- Y 방향

모멘트골조

모멘트 골조 : 연성도계수 = 3.0

저항능력 :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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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DCR 범위 성능수준

DCR≤0.6 거주가능 

0.6<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요구량 저항능력 DCR 성능수준

1층
x 방향

y 방향 

2층　
x 방향

y 방향 

3층　
x 방향

y 방향 

4층　
x 방향

y 방향 

가새골조

x line y line 부재번호 경간길이 층고    

Sum 

가새 골조 : 연성도계수 = 2.5

저항능력 :               (kN)

5. 성능수준의 판정 

층별 DCR

철골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각 층 및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결정한 후 가장 불리한 성능수준으로 정함

최종 성능수준 :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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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기본사항

건물의 명칭 :                            

건물의 위치 :                            

건물의 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건설년도 :              년         경과년수 :               년

강재의 재료강도 : 235  MPa (기본값)

지반종류 :             지진구역 :           

표 3.3.12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 시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수직부재는 철골단면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서 전체적인 구조형식은 철골조와 유사하다. 따라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법은 철골조와 동일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순수 철골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경우 수평력에 대한 저항능력은

철골철근콘크리트기둥의 휨파괴를 고려하여 구하고 내부코어에 가새나

전단벽이 있을 경우 이들이 모든 지진력을 저항하는 것으로 보고

철골골조의 수평력 저항능력은 무시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기둥의 내력을 변형지배

형 부재로 가정하여 강도와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철골철근콘크리

트 가새골조와 RC 전단벽-철골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는 각각 가새와 전단

벽을 하중지배형 요소로 가정하여, 가새와 전단벽의 내력만을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전단벽의 내력평가는 RC전단벽 요소의 평가

방법을 따른다.

3.3.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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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층높이 
( ), m

층바닥 
면적, ㎡

층중량 
() kN

× 
  




층전단력
분포계수

요구량
(kN)

단면번호 h
mm

b
mm

tw
mm

tf
mm

A
㎟

Zx
㎣

Zy
㎣

b/(2tf) h/tw

Limit 14.79 99.33 

지반종류 지역구역 1 지역구역 2

 0.29 0.19 

 0.37 0.23 

 0.43 0.28 

 0.50 0.35 

 0.65 0.53 

지반종류와 지진구역에 따른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 :          

2. 층별 요구량의 산정

층 중량 : W = 바닥면적 * 8 kN/㎡ 

층 전단력 분포계수 :  


  






  





,   평가 층의   ⋅⋅

3. 기둥의 평균전단력 산정

- 기둥단면 

- 폭두께비의 검토

  기준

* 웨브와 플랜지의 폭두께비 모두 Limit 보다 작으면 콤팩트단면 둘중 하나라도 기준보다 크면 비

콤팩트 단면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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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단면번호 b/(2tf) h/tw 판정

　 　 요구량 저항능력 DCR 성능수준

1층
x 방향

y 방향 

2층　
x 방향

y 방향 

3층　
x 방향

y 방향 

4층　
x 방향

y 방향 

DCR 범위 성능수준

DCR≤0.6 거주가능 

0.6<DCR≤0.75 인명안전

0.75<DCR≤1.0 붕괴방지 

1.0≤DCR 붕괴위험

- 축력의 산정 : 축력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모멘트강도를 50% 저감한다.

- 보단면 및 패널존의 모멘트강도 산정 : 보단면 혹은 패널존의 강도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모멘트

강도를 20% 저감한다.

- 기둥단면의 모멘트강도

- 기둥의 평균전단력

4. 연성도계수 

5. 층당 저항능력 산정

  

6. 성능수준의 판정 

층별 DCR

철골조의 성능수준 판정을 위한 DCR 기준

각 층 및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결정한 후 가장 불리한 성능수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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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최종 성능수준 :           

해설

강구조의 경우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판단을 위해서는 기둥 뿐 아니라

보부재와 접합부의 내력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재단면의 내력산정도

지지조건과 단면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복잡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예비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강구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예비평가절차는 삭제하였다.

[추가] 예비평가 적용대상에서 강구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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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제4장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1단계 상세평가에서는 선형정적절차(LSP) 혹은 선형동적절차(LDP)의

구조해석절차를 통해 내진평가를 수행한다.

<신설>

4장은 상세평가를 통한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4장에 규정된 평가절차는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의 4종류이다. 4.1은 내진성능평가 시 사용될

구조해석모델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4.2는 선형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4.3과 4.4는 각각 비선형정적절차와 비선형동적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비선형동적절차는 적용 시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으나,

선형절차와 비선형정적절차의 경우 구조물 내 비탄성거동의 분포, 비정형성,

주기, 고차모드의 영향 등의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5는 구조적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부재의 강도와 변형특성을 구하기 위한 실험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4.6은 전체 구조물의 성능 판정기준을 규정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상세평가는 표 2.1.1에 제시된 성능수준 가운데

구조요소의 성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은 제9장에

따라 평가한다.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해설

이 장은 기존 건축물의 상세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절차의 개본개념을 제시한

다. 3장의 예비평가는 많은 수의 건물을 빠른 시간내에 개략적으로 평가하거나

대상건물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

해 4장의 평가절차는 대상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

진성능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설계규정과 이 요령의 성능기반평가절차의 기본적인

차이는 구조물이 지진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연성능력을 구조물 전체로 고

려하는가 아니면 부재별로 고려하는가이다. 예를들어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구조

해석과 4.2의 선형절차는 동일하게 선형해석에 기반하고 있으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인 R값을 고려하여 지진하중 자체를 저감하고 후자는 저감되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 비구조부분 

추가 및 1, 2단계 상세평가를 

상세평가로 통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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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비틀림 효과가 무시할 만큼 충분히 작은 경우 2차원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

나 그렇지 않을 경우 3차원 모델을 사용해야한다.

격막이 유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평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 두 비틀림 모멘트의 합과 같다.

① 해당 층을 포함한 그 위의 모든 층에서의 질량중심과 강성중심의 편심에

의한 실제 비틀림 

② 해당 층을 포함한 그 위의 모든 층에서 질량 중심의 수평 오프셋에 의한

우발편심 비틀림 

(해당 층에서 지진력작용 방향과 직각인 평면 치수의 5%와 층전단력의

곱).

우발편심 비틀림의 효과는 부재력과 변형의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없

<신설>

4.2.3 비틀림의 고려방법

해석모델은 기본적으로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 질량과

하중, 강성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요소의 강성은

균열의 영향을 고려한 유효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조적채움벽과 같은

주요 비구조요소도 건물주기 및 횡력저항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력하중은 식 (4.2.8)을 따르며, 질량은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의 식 (7.2-1)에 정의된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선형절차의 경우 우발편심 및 비틀림 모멘트의 동적증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는 대신 부재별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m 계수를

사용하여 부재별로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3 또는 4.4의 비선형절차에서는 부재

의 항복 혹은 파괴를 해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사하며, 부재별로 부재력(힘지

배의 경우) 또는 비탄성변형량(변형지배의 경우)을 근거로 성능수준을 판정한

다. 비선형절차를 적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내진성능의 파악이 가능하나 부재

별 모델링 및 성능평가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4.1.1 모델링

4.1.2 비틀림의 고려방법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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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물의 격막이 강체이고 전체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변위의 비 m ax가

1.2를 넘으면 비틀림의 불규칙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틀림이 불규칙한 건물

의 경우 우발편심 비틀림 효과는 식 (4.2.7)로 주어지는 비틀림 증폭계수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m ax 



(4.2.7)

여기서,

m ax = x층 바닥에서의 최대 변위

 = x층 바닥에서 건물 각 모서리변위의 평균

단, 비틀림 증폭계수 는 3.0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임의 층 평면내 임의점에서 최대 변위(비틀림 증폭계수를 고려한)와 평균

변위의 비 가 1.50을 넘으면 3차원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가 1.5보다 작으

면 2차원 모델을 사용해 구한 해석결과에 을 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유연한 격막을 가진 건물의 비틀림 응답은 비틀림 증폭계수 가 적용되지 않

지만, 여기서는 유연하지 않는 격막을 가지는 건물의 실제 및 우발 비틀림을 고

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해설

우발편심모멘트 및 비틀림의 동적증폭은 구조부재의 강도와 강성의 불규칙성

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부재의 항복에 의한 강성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해석의 경우 해석모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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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지하층구조의 바닥면적이 지상구조의 바닥면적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에는

지상구조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구조를

지상구조와 함께 모델링하여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구조에 대하여

지반분류의 기준면을 지하구조의 저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층 벽체에

인접한 지반의 횡강성을 무시하여야 한다.

선형절차와 비선형정적절차에서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

감쇠비를 가정한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비선형 동적절차의 감쇠비는

4.4.5에 따른다.

(1) 외장재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 감쇠비는 2%로 가정한다.

(2) 충분한 해석이나 실험에 의해 5%가 아닌 감쇠비 특성이 규명된 경우,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상건축물과 인접건물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간격을 가져야

한다. 식 (4.1.1)은 i 층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 간격을 나타낸다.

   (4.1.1)

여기서,

 : 대상 건축물의 i층에서 고려하는 평가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횡변위

 : 인접 건축물의 해당층에서 고려하는 평가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횡변위, 혹은 인접 건물 해당층의 층높이의 0.03배로 볼 수 있다.

는 대상 건축물의 해당층(i 층) 층높이의 0.04배 보다 클 필요는 없다.

4.1.3 지하층의 모델링

4.1.4 감쇠비

4.1.5 건물 사이의 간격

[추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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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에 포함된 모든 부재의 거동은 표 4.2.2에 따라 변형지배거동과 하

중지배거동으로 분류한다.

변형지배 하중지배

모멘트 골조의

- 보

- 기둥

- 접합부

휨

휨

-

전단력

축력, 전단력

전단력1

전단벽 휨, 전단력 축력

가새골조의

- 가새

- 보

- 기둥

- 전단연결재

축력

-

-

전단력

-

축력

축력

축력, 휨

접합부 축력, 전단력, 휨2 축력, 전단력, 휨

1. 철골조 모멘트골조에서 전단력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볼 경우도 있다.

2. 철골조에서 접합부의 축력, 전단력, 휨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볼 경우도 있다.

표 4.2.2 변형지배거동과 하중지배거동의 구분

<신설>

4.2.5 변형지배거동과 하중지배거동

해설

(2) 단, 인명안전 혹은 붕괴방지의 성능수준 검토 시 두 건물이 동일한

구조형식을 가지고, 각층 바닥판의 높이가 동일하며, 건물 높이의 차이가

낮은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50% 이하일 경우 (1)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석모델에 포함된 모든 부재의 거동은 표 4.1.1에 따라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분류한다.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 골조의

- 보

- 기둥

- 접합부

휨모멘트

휨모멘트

-

전단력

축력, 전단력
1)

전단력2)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벽체의 전단력
축력

가새골조의

- 가새

- 보

- 기둥

- 전단연결재

축력

-

-

전단력

-

축력

축력

축력, 휨모멘트

접합부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2)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1) 철골조 모멘트골조에서 전단력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 철골조에서 접합부의 축력, 전단력, 휨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표 4.1.1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해설

(2)의 규정에 따라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형식과

각 층바닥판의 높이가 동일하며 건물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붕괴방지

와 인명안전을 검토할 때 신축줄눈사이의 간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능수행 혹은 거주가능의 성능목표를 가질 경우 식 (4.1.1)의 만족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식 (4.1.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더 엄격한 내진보강을 통해 횡변

위를 감소시키거나, 신축줄눈 좌우의 구조체를 연결시켜 하나의 구조물이 되도

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1.6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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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지배거동은 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의 힘-변형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선형거동을 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중지배거동의 제한적인 연성능력

때문에 하중지배거동을 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경우 건물의 급격한 부분 또는

전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4.2.4 1차부재와 2차부재

모든 부재는 1차부재와 2차부재로 구분한다. 지진작용시 구조물의 붕괴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부재는 1차부재로 분류하고 1차부재를 제

외한 다른 모든 부재는 2차부재로 본다. 1차부재는 주어진 성능수준을 달성

하기 위해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이고 2차부재는 지진력에 대한 저항이 요

구되지 않는 부재이다. 설계시 2차부재로 취급되었으나 지진력작용시 해당

부재의 파괴가 다른 1차부재의 파괴를 가져올 경우 그 부재는 1차부재로 보

아야 한다.

상세 1단계 성능평가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부재만 포함시킨다. 만약 2

차부재와의 상호작용이 전체적인 내진성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그 2차

부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2차부재의 강성의 합이 1차부재의 강성의 합

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모든 부재는 1차부재와 2차부재로 구분한다. 1차부재는 주어진 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이고 2차부재는 지진력에 대한 저항이

요구되지 않는 부재로 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재이다. 설계 시

2차부재로 취급되었으나 지진력 작용 시 해당 부재의 파괴가 다른 1차부재의

파괴를 가져올 경우, 그 부재는 1차부재로 보아야 한다.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부재만을 포함시킨다. 2차부재의

횡강성의 합이 1차부재의 강성의 합의 25%를 넘는 경우, 2차부재의 일부를

1차부재로 변경하여 2차부재 횡강성의 합이 1차부재 횡강성합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2차부재가 인접한 1차부재의

하중이나 변위요구량을 증가시킬 경우 그 2차부재를 1차부재로 보고

해석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차부재와 2차부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모델링한다.

비구조요소의 초기강성이 전체강성의 10%를 초과하거나 층 강도 합의 10%를

초과할 경우, 구조요소로 분류하고 해석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

1차 또는 2차부재를 선택적으로 분류하여 건축물을 비정형에서 정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해설

힘지배거동은 최대 하중 이후 변형능력이 없는 취성적인 거동이다. 따라서 힘

지배거동이 지배적인 구조물인 경우 급격한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델링 변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휨모멘트는 P-M1-M2 상관작용에 의해 힘지배인 P에

연동되며, 축력비가 높은 비내진기둥의 경우 사실상 비탄성변형능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도 있다. 5장에 제시된 m 계수 및 골격곡선의 a, b, c 계수에서 m =

1이거나 a = 0.0 으로서, 연성능력이 없는 경우도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힘지배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측일 수도 있다. 즉, 기둥의 경우

높은 축력비의 기준값이 0.6이며, 이 경우 연성능력이 없거나 매우 작은 값이므

로 축력비가 0.6 이상이면 힘지배, 그 이하이면 변형지배로 분류할 수도 있다.

4.1.7 1차부재 및 2차부재

[수정]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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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재와 2차부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1차 또는 2차부재를 선

택적으로 분류하여 건물을 비정형에서 정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2차부재로 분류된 부재의 강성의 합이 1차부재로 분류된 부재의 강성의

합의 25%를 넘는 경우 2차부재의 붕괴가 건물의 비정형 응답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2차부재의 강성의 합이 1차부재의 강성의 합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층의 조적 채움벽이 붕괴한다

면 전체 건물의 심각한 강도 및 강성 비정형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이

유는 기술자가 중요 구조요소 및 부재의 설계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석 모

델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선형해석모델에 2차부재를 포함하여

그들의 강성 기여도를 확인함으로써 25%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신설>

부재의 각종 공칭강도는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단. 강도감소계수 는 적용하지

않는다.

변형지배거동에서 부재강도는 기대강도를 사용하며, 힘지배거동에서

부재강도는 공칭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의 공칭강도와 기대강도의 관계는

5장, 강재의 공칭강도와 기대강도의 관계는 6장에 규정되어 있다. 허용응력을

사용할 경우, 공칭강도는 강재의 경우 허용강도의 1.7배, 조적의 경우 2.5배로

볼 수 있다.

선형절차는 4.2.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물에 비정형성이 없고 비탄성

거동이 크지 않으며 비교적 균등히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2차부재는 지진력에 대해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재가 아니므로 지진하중 작용

시 1차부재에 비해 강도와 강성의 열화가 심하게 발생한다. 선형해석을 기반으

로 하는 선형절차에서는 부재들 사이에 비선형거동이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지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2차부재를 무

시하고 1차부재만을 모델링한다. 2차부재의 기여도가 높아서 해석모델에 2차부

재를 포함하더라도 선형해석에서는 2차부재들의 조기파괴에 의한 건축물의 비

정형 응답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선형절차에서는 2차부재의 횡강성의 합이

1차부재의 강성의 합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2

차부재의 기여도는 해석모델에 2차부재를 포함시키고 해석결과의 변동을 분석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비선형해석의 경우 부재별 강도와 강성의 열화에 의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

으므로 1차부재와 2차부재의 구별이 없이 모든 부재를 해석모델에 포함시켜 보

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4.1.8 재료강도와 부재강도

4.2 선형절차

4.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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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비탄성거동의 크기와 분포는 선형절차에 따른 해석을 수행한 후 부재별로 식

(4.2.1)의 DCR을 산정하여 판단한다.




(4.2.1)

여기서,

 : 선형절차의 하중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력

 :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의 기대강도

DCR은 부재별로 축력, 휨모멘트, 전단력 등 모든 작용력에 대해 각각

산정한다.

지진하중의 산정 및 해석절차에 따라 선형정적절차와 선형동적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선형정적절차의 지진하중은 4.2.4에 따른 의사지진력을

사용하며, 선형동적절차는 4.2.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응답스펙트럼해석과

유사하게 각 모드의 영향을 조합하여 구한다.

산정된 DCR이 3.0, 혹은 선형절차에서 제시하는 부재의 조건에 따른 m

계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항목의 비정형성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선형절차는 사용할 수 없다.

(1) 약층 비정형 : 각 방향별로 해당층과 인접층에서 층전단력에 대한

평균DCR의 차이가 125%를 초과하는 경우 약층 비정형에 해당한다.

층전단력에 대한 평균DCR, 즉  은 식 (4.2.2)로 산정한다.

 






 








(4.2.2)

여기서,

 : i 번째 부재에서 작용하는 모든 작용력에 대해 산정된 DCR

4.2.2 선형절차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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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중 가장 큰 값

 : i 번째 부재의 전단내력

 : 해당층 부재의 수

(2) 비틀림 강도 비정형 : 각 층의 부재를 강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하

혹은 좌우로 나눌 때 한쪽 방향에 위치한 부재들의 DCR 값 중 최대값과

다른 쪽에 위치한 부재들의 DCR 값 중 최대값의 비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비틀림 강도 비정형에 해당한다. 단, 해당층이 유연한 격막일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선형정적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2.2의 규정 이외에 아래의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선형정적절차는 아래 규정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4.2.2의 규정을 만족할 경우 4.2.5

선형동적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건물의 기본주기 T 가 3.5 보다 큰 경우, (  )

(2) 한 층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의 해당 방향 치수의 1.4배를 초과할 경우

(옥탑층은 제외)

(3) 비틀림 강성 비정형 (임의 층 평면내 임의점에서 최대 변위가 평균변위의

150%를 초과)이 있는 경우

(4) 수직 강성 비정형 (옥탑층을 제외한 임의 층의 평균 변위각이 인접한

상부층 혹은 하부층의 평균변위각의 150%를 초과)이 있는 경우

(5) 직교하지 않는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가진 경우

4.2.3 선형정적절차의 적용 제한

해설

4.2 ~ 4.4에 규정된 선형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는 비선형거동

의 분포, 비정형성, 주기, 고차모드의 영향 등의 각 절차별로 규정된 조건을 만

족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해그림 4.2.1은 성능기반평가절차의 선택 시 고

려되는 적용조건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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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평방향의 의사지진력은 식 (4.2.1)을 사용해 계산한다.

                   (4.2.1)

여기서,

V = 의사지진력

C =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로 표

4.2.1의 값을 사용한다.

Sa =고려하는 방향의 건물 기본주기에 해당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Sa의 값은 2장의절차(지진위험도)에

따라 구한다.

W= 고정하중과 아래에 기술한 하중을 포함한 유효 건물중량

①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적재하중의 최소 25% (공용 차고와

개방된 주차장 건물의 경우 적재하중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4.2.1 선형정적절차

4.2.1.1 지진하중의 산정

(1)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의사지진력 V는 식 (4.2.3)을 사용해

계산한다.

   (4.2.3)

여기서,

C :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로

표 4.2.3의 값을 사용한다.

 : 고려하는 방향의 건물 기본주기에 해당하는

응답스펙트럼가속도로 2.1에서 규정한 성능목표의

지진위험도에 따라 구한다.

W :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식 (7.2-1)에 정의된

유효건물중량

해그림 4.2.1 선형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선택을 위한 조건

4.2.4 선형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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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닥하중 산정시 칸막이 하중이 포함될 경우, 칸막이의

실제중량과 0.5kN/㎡ 중 큰 값

③ 영구설비의 총하중

④ 적설하중이 1.5kN/㎡이 넘는 평지붕의 경우, 평지붕 적설하중의

20%.

건물의 형식
층수

1 2 3 4층이상

모멘트 골조 1.3 1.1 1.0 1.0

전단벽 구조, 가새골조 1.4 1.2 1.1 1.0

조적조 1.0 1.0 1.0 1.0

표 4.2.1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 C

해설

선형정적절차에서 건물은 선형 탄성 강성을 사용하여 모델링하며 설계 지진력

은 식 (4.2.1)에 정의된 의사지진력을 사용한다. 의사지진력은 비선형거동을 통

해 발생되는 최대 비탄성변위와 같은 크기의 탄성변위를 나타내는 지진하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9)에 규정된 등가정적

해석법에서의 밑면전단력 산정식과 비교하면 건물의 비탄성변형을 고려하여 부

재력을 감소시키는 계수인 반응수정계수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정된 중요

도계수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기가 짧은 저층구조물의 경우

실제 비탄성변위는 반응수정계수와 중요도계수가 사용되지 않은 지진하중작용

건물의 형식
층수

1 2 3 4층 이상

모멘트 골조 1.3 1.1 1.0 1.0

전단벽 구조, 가새골조 1.4 1.2 1.1 1.0

조적조 1.0 1.0 1.0 1.0

표 4.2.1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 C

(2) 식 (4.2.3)에 의해 구한 의사지진력은 식 (4.2.4) 및 식 (4.2.5)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된다.

  (4.2.4)

 


 









(4.2.5)

여기서,

 : 의사지진력

 : 고유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로 주기가 2.5초 이상일 경우

2.0, 0.5초 이하일 경우 1.0, 그 사이는 선형보간한다.

,  : i층, x층의 유효중량

,  : 밑면으로부터 i층, x층까지의 높이

해설

내진설계는 설계지진 수준에서 건물의 비선형응답을 허용하는 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선형거동을 하는 경우, 선형거동의 경우보다 작은 크기의 부재력

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실제 예상되는 지진하중을

반응수정계수 R로 나누어 감소시킨 밑면전단력을 사용한 탄성해석을 통해 구한

부재력으로 설계한다. 하지만 감소된 밑면전단력으로 구한 탄성변위는 실제 비

선형거동에서 예상되는 변위보다 매우 작게 산정된다. 따라서 변위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밑면전단력으로부터 계산된 변위를 변위증폭계수를 사용하여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 내진설계 기준과 평가요령과의 

개념차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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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탄성변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표

4.2.1의 수정계수가 사용되었다.

만약 건물이 설계지진 작용시 선형탄성적으로 거동한다면 의사지진력 및 선

형절차에 의해 산정된 부재력은 설계지진에 대한 부재력과 동일할 것이다. 만약

지진발생 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건물이 비탄성적 거동을 한다면 그림 4.1에

서 보듯이 의사지진력 및 선형절차에 의해 산정된 부재력은 선형과 비선형변형

모두를 포함하므로 실제 부재력 (즉, 부재 항복시의 부재력)을 초과할 것이다.

따라서 부재별로 의사지진력에 의한 부재력의 적정성은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

려한 m-계수를 사용하여 검토한다. 선형정적절차는 실제 건물의 비선형 거동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며, 하중 재분배나 다른 비선형 효과를 무시한 것이다. 그림

에서 는 의사지진력(pseudo lateral force), 는 등가지진력(equivalent

lateral force)를 나타내며, R, , 는 각각 설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응수

정계수, 변위증폭계수, 시스템 초과강도계수를 나타낸다.

해설 그림 4.2.1 등가지진력과 의사지진력 개념의 비교

내진설계에서는 설계지진 수준에서 건물의 비선형응답을 허용하는 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비선형거동을 하는 경우 선형거동을 하는 경우보다 작은

크기의 부재력이 발생한다. 설계기준에서는 실제 예상되는 지진하중을

이에 반해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선형절차에서는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위

해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m 계수법에서는 식 (4.2.3)에 정의된 의사지진

력을 사용한다. 의사지진력은 비선형거동을 통해 발생되는 최대 비탄성변위와

같은 크기의 탄성변위를 나타내는 지진하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등가정적해석법에서의 밑면전단력 산정식에서 건물의 비탄성변형을 고

려하여 부재력을 감소시키는 계수인 반응수정계수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

정된 중요도계수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주기가 짧은 저층구조물의 경

우, 실제 비탄성변위는 반응수정계수와 중요도계수가 사용되지 않은 지진하중

작용 시의 탄성변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

해 표 4.2.1의 수정계수가 사용되었다.

만약 건물이 설계지진 작용 시 선형탄성적인 거동을 하는 경우 의사지진력과

선형절차에 의해 산정된 부재력은 실제 발생하는 부재력과 동일할 것이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건물은 강진시 비탄성적인 거동을 하도록 설계되므로, 이 경우

의사지진력 및 선형절차에 의해 산정된 부재력은 실제 부재력 즉, 부재 항복시

의 부재력을 초과할 것이다. 선형절차는 실제 건물의 비선형 거동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며, 하중 재분배나 다른 비선형 효과를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재별로

의사지진력에 의한 부재력의 적정성은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한 m 계수를 사

용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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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동적해석은 다음의 절차로 수행된다:

- 해석모델의 작성

- 구조물의 지진위험도에 따른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산정

- 응답스펙트럼해석

응답스펙트럼 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주기는 구조해석모델의 고유치해석을

통해 구한다. 이때 부재 강성은 이 장에서 제시된 유효강성을 사용해야 한

다. 또한 조적채움벽과 같은 주요 비구조요소도 건물주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설계시처럼 등가정적법에 따른 밑면전단력

과의 비교를 통해 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한 밑면전단력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

다.

선형동적해석법에 의해 구한 해석결과에는 표 4.2.1의 수정계수 C를 반영하

여야 한다.

반응수정계수 R로 나누어 감소시킨 밑면전단력을 사용한 탄성해석을 통해 구한

부재력으로 설계한다. 하지만 감소된 밑면전단력으로 구한 변위는 실제

비선형거동에서 예상되는 변위보다 매우 작게 산정된다. 따라서 변위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밑면전단력으로부터 계산된 변위를 다른 계수(

또는 R)를 사용하여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요령은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즉, 의사지진력을 구조물에 가하여 설계지진 수준에서 실제 변위를 구한다. 식

(4.2.1)의 의사지진력은 선형정적해석에서 설계지진 수준에서 항복한 상태인

구조물의 실제 변위를 구하기 위한 하중이다. 수정계수 C는 FEMA 356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위계수법의 계수 , , 의 곱을 대체한 것이다. 수정계수

C는 표 4.2.1과 같이 주기가 짧은 건물, 그리고 연성도가 높은 건물에서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비보강조적조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이나 모멘트골조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진다.

4.2.2 선형동적절차

선형동적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해석모델의 구성 및 고유치 해석

(2) 각 모드별 평가지진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에 대한 응답 산정

(3)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한 모드응답의 조합

응답스펙트럼 해석에 사용되는 구조물의 주기는 구조해석모델의

고유치해석을 통해 구한다. 이 때 구조요소의 강성은 균열의 영향을 고려한

유효강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조적채움벽과 같은 주요 비구조요소도

건물주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축건물의

내진설계와 달리 등가정적법으로 구한 밑면전단력과의 응답스펙트럼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밑면전단력을 등가정적법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 의해 구한 해석결과에도 표 4.2.1의

4.2.5 선형동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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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기본 진동주기 (초)는 식 (4.2.2)에 의해 구한다.

                  
 (4.2.2)

여기서,

 ＝ 0.085 : 철골 모멘트골조

           ＝ 0.073 :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철골 편심가새골조

           ＝ 0.049 : 그 외 다른 모든 건물

         ＝ 건물의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 높이 (m)

조적채움벽을 가진 골조의 경우 의 값으로 0.049를 사용한다.

<신설>

4.2.1.2 주기

수정계수 C를 반영하여야 하며, 하중조합 및 허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드 응답은 제곱합제곱근(SRSS)이나 완전2차조합(CQC)을 사용하여

조합한다. 각 모드의 주기 차이가 25% 이내일 때에는 CQC를 사용하여야

한다. 응답스펙트럼 해석에서 사용되는 모드의 수는 각 방향별로 참여질량이

최소 9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축가진효과는 4.2.7에 따라서

고려한다. 혹은 다축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SRSS를 사용하여 두 직각 방향의

반응을 조합할 수 있지만 CQC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조물의 고유주기는 이 절의 약산식에 따라 산정하거나, 저항요소의

변형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고유주기는 약산식에 따라 구한

근사 기본 진동주기 에 표 4.2.2의 주기상한계수 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2.6)

여기서,  ＝ 0.0466, =0.9：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 0.0724, =0.8： 철골모멘트 골조

 ＝ 0.0731, =0.75：철골편심가새 골조 및 철골좌굴방지가새골조

해설

위의 절차는 건축구조기준의 응답스펙트럼해석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건축구

조기준과 달리 해석을 통해 구한 결과를 등가정적하중의 결과와 비교하여 밑면

전단력을 보정하지는 않는다. 건축구조기준에서 밑면전단력을 보정하는 이유는

신축건물의 경우 실제 시공시 설계시의 가정사항과 다르게 건축될 가능성 즉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조적채움벽 등)의 영향을 비교적 정확히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이다.

4.2.6 주기

[수정]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개

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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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와 철골 모멘트저항 골조에서 12층을 넘지 않고 층의 최소높이

가 3m 이상일 경우 근사 기본진동주기 는 아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

다.

                   (4.2.3)

여기서,  : 층수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일 경우에는 식 (4.2.4)을 사용할 수 있다.

                   


(4.2.4)                     
                 ≤ 

여기서,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전단 단면적(㎡)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m)

해설

4.2.1.2의 주기와 4.2.1.3의 지진력의 수직분포의 내용은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

해양부 고시, 2009)를 따랐다. 이를 대신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ACSC

7-10 등 건축물 내진설계용 주기 산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0.0488, =0.75：철근콘크리트전단벽구조, 기타골조

 : 건축물의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높이(m)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보강채움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철골모멘트골조는 상기식에 2/3를 곱하여 산정한다. 콘크리트 전단벽체가

주요 횡저항인 시스템은 기타골조의 주기식을 적용한다.

(2)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모멘트저항 골조에서 12층을 넘지 않고 층의

최소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근사 고유주기 는 식 (4.2.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4.2.7)

여기서, 

 : 층수

 

0.4 이상 1.4

0.3 1.4

0.2 1.5

0.15 1.6

0.1 이하 1.7

의 중간값에 해당할 경우 주기상한계수 는 직선보간한다.

표 4.2.2 주기상한계수, 

해설

주기산정식은 건축구조기준과 동일하다. [추가] 다축가진효과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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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하중조합

검토에 사용되는 하중조합은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이 사용된다. 모든 부재

의 거동은 표 4.2.2에 의해 변형지배거동 혹은 하중지배거동으로 구분하고

검토시 다음과 같이 하중조합을 다르게 한다.

4.3.1.1 중력하중

중력하중은 식 (4.3.1)과 (4.3.2)을 사용해 계산한다.

                QG  QD QL QS  (4.3.1)

                QG  QD (4.3.2)

여기서, QD= 고정하중

Q L= 유효활하중 (감소계수를 사용하지 않은 설계활하중의 25% 혹은

계측된 활하중)

Q S= 유효적설하중

4.3.1.2 변형지배거동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 및 변형(QUD )은 식 (4.3.3)로 계산한다.

                QUD  QG ±QE (4.3.3)

여기서, QUD=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QG= 중력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QE= 지진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1) 선형절차 사용 시 중력하중조합에 의한 부재력 는 식 (4.2.8)과 식

(4.2.9)로 산정한다.

      (4.2.8)

   (4.2.9)

여기서,

 : 고정하중에 의한 부재력

 :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용도별 활하중의 25%에 의한

부재력

 :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적설하중의 20%에 의한 부재력. 단,

1.5 kN/m2 이하일 경우 무시한다.

(2) 지진하중에 의한 부재력 는 다축가진효과를 고려하여 한 방향

지진하중과 직각방향 지진하중의 30%에 의한 부재력을 조합하여 식

(4.2.10)로 산정한다.

 ± ±

 ± ±
(4.2.10)

여기서,  와 는 각각 x축과 y축 방향의 지진하중이다.

(3)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 (QUD )은 식 (4.2.11)로 산정한다.

    (4.2.11)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하중에 의한 부재력

 : 중력하중에 의한 부재력

 : 지진하중에 의한 부재력

4.2.7 하중조합 및 다축가진효과

[추가, 수정] 힘지배거동의 부재력산정

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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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하중지배거동

하중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 및 변형(QUF )은 식 (4.3.4) 혹은 식

(4.3.5)에 의해 산정한다.

QUF  QG ±C J

QE
(4.3.4)

QUF  QG ±C

QE (4.3.5)

여기서, QUF=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C = 표 4.2.1에서 정의된 수정계수

J = 하중전달 감소계수

J는 고려하는 부재의 하중이 횡하중저항시스템내의 부재로부터 전달될 때 그

횡하중저항시스템 부재의 항복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

타낸다. J의 값은 지진구역1일 경우 2.0, 지진구역 2일 경우 1.5로 하며 거주

가능수준의 검토를 위해서는 1.5로 본다. 하중을 전달하는 횡하중 저항시스

템내의 부재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 1.0으로 본다.

해설

하중지배거동인 부재력은 극한해석(limit analysis)의 개념을 사용하여 직접적으

로 구할 수도 있다. 즉 인접부재의 항복강도를 통해 그 부재에 전달될 수 있는

최대힘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새접합부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가새의 축방향 강도를 넘을 수 없으며, 보의 전단력은 중력에 의한 전단력에다

지진하중에 의해 보단부가 휨항복할 때 발생하는 전단력을 더한 값을 넘을 수

없다. 모멘트 골조에서 기둥의 축력은 그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보들의 최대전

단력을 합한 값이다. 만약 하중지배거동이 발생하기 전에 변형지배거동이 발생

한다면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변형지배 부재의 항복이 하중지배

(4) 힘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QUF )은 식 (4.2.12) 또는 식 (4.2.13)에

의해 산정한다.

   ±

 (4.2.12)

   ±

 (4.2.13)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부재력

C : 표 4.2.1에서 정의된 수정계수

J : 하중전달 감소계수

 : 성능수준에 따른 보정계수, J의 값으로 DCR의 최소치를 택한

경우 1.0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붕괴방지의 성능수준에

대해서는 1.0, 인명안전 혹은 거주가능에 대해서는 1.3을 사용

J는 고려하는 부재의 하중이 횡하중 저항시스템 내의 부재로부터 전달될

때 그 횡하중 저항시스템 부재의 항복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J의 값은 하중전달경로상 부재의 DCR중 최소값으로 하거나

지진구역 1일 경우 2.0, 지진구역 2일 경우 1.5로 하며, 거주가능 수준의

검토를 위해서는 1.0로 본다. 하중을 전달하는 횡하중 저항시스템 내의

부재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 1.0으로 본다.

해설

힘지배거동인 부재력은 극한해석(limit analysis)의 개념을 사용하여 직접적으

로 구할 수도 있다. 즉 인접부재의 항복강도를 통해 그 부재에 전달될 수 있는

최대힘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새접합부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가새의 축방향 강도를 넘을 수 없으며, 보의 전단력은 중력에 의한 전단력에다

지진하중에 의해 보단부가 휨항복할 때 발생하는 전단력을 더한 값을 넘을 수

없다. 모멘트 골조에서 기둥의 축력은 그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보들의 최대전

단력을 합한 값이다. 만약 힘지배거동이 발생하기 전에 변형지배거동이 발생한

다면 파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변형지배 부재의 항복이 힘지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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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에 전달될 수 있는 부재력의 크기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중지배거동인 부재력과 변형은 식 (4.3.4) 및 (4.3.5)와 같이 식 (4.2.1)의 설계

지진력에 의한 부재력과 변형을 CJ 혹은 C로 나누어 평가한다. 식 (4.3.4) 및

(4.3.5)에서 설계지진력을 C로 나누는 것은 비탄성변위를 계산하기 위해 증폭시

켰던 설계지진력을 부재력 계산을 위해 다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식 (4.3.4)는

인접부재의 항복이 선행하는 경우 하중지배 부재에 전달되는 하중의 최대크기

가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J를 사용하여 설계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것이

다. J는 위에서 설명한 개념에 따라 하중전달 경로에 있는 인접부재의 DCR 중

최솟값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ASCE 31-03에서는 단순

하게 강진지역에서는 2.5, 중진지역에서는 2.0, 약진지역에서는 1.5을 사용할 수

도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요령에서는 국내 지진구역이 중진지역임을 고려하여 J

를 2.0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거주가능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1.5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4.3.3 허용기준

4.3.3.1 변형지배거동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1차부재와 2차부재의 만족여부는 식 (4.3.30)에 따라서

판정한다.

                QCE ≥m

QUD
(4.3.30)

여기서

QUD=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m = 부재의 예상 연성능력을 고려한 계수 (m 계수)

QCE= 부재의 평균강도

(1) 변형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식 (4.2.14)에 따라서 판정한다.

 ≥

 (4.2.14)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부재력

m : 부재의 예상 연성능력을 고려한 계수 (m 계수)

 : 기대재료강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의 기대강도

부재의 변형능력을 고려한 m 계수는 구조시스템에 따라 5장, 6장 및 7장에

표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에 전달될 수 있는 부재력의 크기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힘지배거동인 부재력과 변형은 식 (4.2.12) 및 (4.2.13)과 같이 식 (4.2.3)의 의

사지진력에 의한 부재력과 변형을 CJ 혹은 C로 나누어 평가한다. 식에서 설계

지진력을 C로 나누는 것은 비탄성변위를 계산하기 위해 증폭시켰던 설계지진력

을 부재력 계산을 위해 다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식 (4.2.12)는 인접부재의 항

복이 선행하는 경우 힘지배 부재에 전달되는 하중의 최대크기가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J를 사용하여 설계지진력을 저감시키는 것이다.

ASCE 41-17에서는 인명안전 혹은 거주가능의 성능수준평가시 힘지배거동이

붕괴에 대해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도록하기 위해 보정계수 를 추가하였다.

4.2.8 부재별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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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하중지배거동

하중지배거동을 하는 1차부재와 2차부재의 만족여부는 식 (4.3.31)에 따라 판

정한다.

                QCN ≥ QUF (4.3.31)

여기서, QUF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QCN = 부재의 공칭강도

제5장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5.1 일반사항

기존건축물에 대한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비선형해석방법을 사용하여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기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최대한 정밀히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석방법

으로는 일반적으로 푸시오버해석이라고 알려진 기법, 즉 개별 부재의 재료비

선형 거동특성을 정의한 후 횡변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부재의 강도

와 비선형변형의 관계를 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비선형정적 푸시오버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밑면전단력과 최상층횡변위로

나타낸다.

Pushover 곡선으로 나타내는 횡변위의 기준점(control node)은 최상층의 질

량중심점으로 한다.

비선형정적 푸시오버해석에 사용될 구조해석모델은 이 장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서 구축한다.

구조해석모델에 포함되는 구조요소는 1차부재와 2차부재로 분류하여 모델

링하고 부재 평가시 이에 따라 제시된 허용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수준

을 판정한다.

(2) 힘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식 (4.2.15)에 따라 판정한다.

 ≥ (4.2.15)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부재력

 :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의 공칭강도

비선형정적절차(NDP)에 사용될 구조해석모델은 이 장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서 구축한다.

(1) 구조해석모델에 포함되는 구조요소는 해당부재의 조건에 따라 5장, 6장

및 7장에 제시된 모델링변수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해석한 후 부재별

허용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부재별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2) 비선형정적절차에 사용되는 횡하중의 분포는 구조물의 1차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으로부터 구한 밑면전단력의 수직분포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선형정적 푸시오버해석은 기본적으로 고차모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건물에 사용할 수 있다.

(3) 고차모드의 영향은 응답스펙트럼법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즉, 각 모드의

참여계수의 합이 전체 질량의 90%인 해석모델과 1차모드만을 사용한

해설모델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각 층의 층전단력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구조물로 판정한다.

(4)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구조물로 판명된 경우, 비선형정적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형동적절차에 따른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판정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선형동적절차에는 규정된 m 계수를 1.33배

증가시킨 값을 사용하며 두 가지 평가결과 중 불리한 쪽으로 내진성능을

판정한다.

4.3 비선형정적절차

4.3.1 일반사항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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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2.3 구조요소의 모델링

부재별 비선형 거동 특성의 모델링, 즉 소성힌지의 특성은 각 구조시스템 및

부재의 조건에 따라 제시된 표를 따른다. 부재의 비선형거동특성은 그림

5.2.1과 같이 보통 4개의 직선으로 모델링 되며 부재에 따라 변형량의 절대

치가 규정된 경우(그림 5.2.1의 (a))와 각 지점의 위치를 항복하중 혹은 항복

변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그림 5.2.1의 (b))가 있다.

부재의 종류별 모델링 파라메터는 5.3.2 부재별 모델링 파라메터, 허용기준

및 성능등급의 판정’에 제시되어 있다.

(a) 변형량 기반 다선형

부재의 비선형 힘-변형 관계는 그림 4.3.1과 같이 일반적으로 4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선형으로 모델링하며, 그림 4.3.1의 (a)와 같이 부재에

따라 변형량의 절대치가 규정된 경우와 그림 4.3.1의 (b), (c)와 같이 각

지점의 위치를 항복변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부재별 비선형

힘-변형 관계의 정의, 즉 소성힌지의 특성은 각 구조시스템 및 부재의 조건에

따라 5장, 6장 및 7장에 제시된 표를 따른다.

해설

비선형정적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푸시오버(pushover)해석이라고 알려진 기

법, 즉 개별 부재의 재료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횡변위를 점차

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부재의 강도와 비선형변형의 관계를 구하는 기법을 사용

하여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한다.

비선형정적 푸시오버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횡변위 또는

유효높이에 대한 횡변위의 비로 나타낸다. 푸시오버 곡선에서 사용되는 횡변위

의 기준점(control node)은 최상층의 질량중심점으로 한다.

4.3.2 구조요소의 모델링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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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하중의 수직분포는 구조물의 층질량분포와 1차모드의 모드형상으로부터

구한다. 해석시 연직하중도 포함한다. 해석시 사용하는 횡하중의 수직분포는

다음에 제시된 3종류의 횡하중 수직분포 중의 최소 하나와 각 층의 질량에

비례하는 등분포 횡하중의 두 개 이상의 횡하중 패턴을 사용하여 각각 평가

한다.

(1) 의사지진력의 수직분포식에 횡하중 패턴

식 (5.2.1)에 따른 횡하중분포이다. 이때, 1차모드의 모드참여비율이 75%이상

이 되어야 한다.

(a) 변형량

(b) 변형비

그림 5.2.1 소성힌지 특성 모델 

5.2.2 횡하중의 수직분포

(b) 변형각 기반 다선형-1

그림 4.3.1 소성힌지특성모델

(c) 변형각 기반 다선형-2

그림 4.3.1 소성힌지특성모델(계속)

비선형정적절차에 사용되는 횡하중은 평면적으로 질량의 분포와 비례하며

수직적으로는 1차모드의 형상과 비례하도록 분포시킨다.

4.3.3 횡하중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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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5.2.2)

여기서,

 : 의사지진력 (상세 1단계 평가에서 산정된 값)

 : 주기가 2.5초 이상일 경우 2.0, 0.5초 이하일 경우 1.0, 그 사이는

선형보간한다.

,  : i층, x층의 유효지진하중(seismic weight)

,  : 밑면으로부터 i층, x층까지의 높이

(2) 1차모드의 모드형상과 비례하도록 하는 경우

이 때, 1차모드의 모드참여비율은 75%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해당하는 설계지진스펙트럼과 응답스펙트럼법을 사용하여 구한 층전단력

분포.

이를 위해 사용된 응답스펙트럼법에서는 고려된 모드질량이 구조물 전체질

량의 90%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수의 모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건물의 기본

진동주기가 1초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하중패턴을 구하여야 한

다.

4.2.6 다축가진 효과

구조물의 부재력 및 변형은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① 한방향 지진하중 100%와 직각방향 지진하중의 30%에 대한 하중효과의

절대값을 더하여 구한다.

② 직교하는 2 방향 하중효과의 100%를 SRSS방법으로 조합한다.

캔틸레버보와 프리스트레스를 받는 수평요소는 고정하중의 20%에 해당하는

상향 하중을 하중조합에 추가한다.

(1) 비선형해석 절차에서 중력하중 조합에 의한 변형과 부재력 은 식

(4.3.1)으로 산정한다.

   (4.3.1)

여기서,

 : 고정하중에 의한 변형과 부재력

4.3.4 하중조합 및 다축가진효과



내진성능평가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92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사용되는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여기서, 는 고정하중, 은 적재하중, 는 지진하중이다. 따라서 1단계 내진성

능 상세평가에 사용되는 하중조합의 총 개수는 16이다.

 :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용도별 활하중의 25%에 의한

변형과 부재력

 :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적설하중의 20%에 의한 변형과

부재력. 단, 1.5 kN/m2 이하일 경우 무시한다.

(2) 다축가진효과는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한 뒤 하중효과에

한하여 주방향의 성능점에서의 하중효과에 직교방향 성능점 변위의 30 %

변위에서 발생하는 하중 효과를 조합하여 평가함으로써 고려한다. 단,

어떠한 한 방향의 하중이 최대 변형과 부재력을 발생시킬 경우 직교방향의

하중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평면 비정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방향과

부방향으로 가력하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완전한 대칭구조물이 아닐 경우 최대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의 방향은 일반

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다축효과는 가력방향이 구조물의 주축과 동일하지 않

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형 평면일 경우 혹은 여러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해 있는 기둥이 있을 경우 고려하여야 하며 100:30의 규

칙이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다축가진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대상건물의 +X, -X, +Y, -Y 방향의

푸시오버를 각각 수행한 후 각방향 성능점의 100%와 30%에 해당하는 각 조합

에 대해 힘지배거동을 조합하고 그 결과를 4.3.8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변형지

배거동은 제외되므로 기둥의 P-M-M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주로 기둥

의 전단력(예를 들어 X방향으로 가력시 성능점에서의 X방향 전단력과 Y방향으

로 가력시 성능점의 30% 수준에서 X방향 전단력의 조합)이 검토대상이 될 것

이다.

[추가] 다축가진효과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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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성능점의 산정

성능점의 산정에는 역량스펙트럼법과 변위계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역량스펙트럼법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이하 CSM)은 건축물의 횡하중

에 대한 저항능력을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해 구조물에서의 밑면전단력과 최상

층 변위 곡선의 관계를 산정하고 이를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

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지진의 요구내력을 나타내는 요구스펙트럼도

역시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로 나타낸다. 이 두 곡선을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함으로써 요구내력과 구조물의 저항력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스펙트럼과 요구스펙트럼 곡선의 교차점은 주어진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의미하나 요구스펙트럼이 탄성응답스펙트럼에 기초한 값

이므로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할 경우 비선형효과에 따른 요구스펙트럼의 감

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역량스펙트럼법은 실제건물의 비선형거동(최대변위)을

유효주기 와 유효감쇠비 를 가진 “등가의” 단자유도계 선형구조물의 응

답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그림 5.3.1)

해설 그림 5.3.1 역량스펙트럼법 (FEMA 440)

전체 구조물의 성능점은 역량스펙트럼법 또는 변위계수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최대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이다.

4.3.5 성능점의 산정

해설

(1) 역량스펙트럼법 :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이하 CSM)

은 건축물의 횡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해 구조물에서의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횡변위(또는 횡변위/유효높이) 곡선의 관계를 산정하고 이

를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지진의 요구내력을 나타내는 요구스펙트럼도 역시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로 나타낸다. 이 두 곡선을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함으로써

요구내력과 구조물의 저항력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스펙

트럼과 요구스펙트럼 곡선의 교차점은 주어진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의

미하나, 요구스펙트럼이 탄성응답스펙트럼에 기초한 값이므로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할 경우 비선형효과에 따른 요구스펙트럼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역량스펙트럼법은 실제 건물의 비선형거동(최대변위)을 유효주기 와 등가

감쇠비 를 가진 등가의 단자유도계 선형구조물의 응답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다(해그림 4.3.1).

역량스펙트럼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능력스펙트럼의 산정

② 요구스펙트럼의 산정

③ 성능점의 예측

초기에 사용되는 요구스펙트럼은 5%의 감쇠비를 가지는 선형탄성 설계응답스

펙트럼이므로 구조물의 비선형거동의 정도에 따라 유효감쇠비를 구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와 3에서 여러 번의 반복계산을 통해 성능점

을 구한다. 성능점의 예측 및 반복과정은 ATC-40의 방법 혹은 이 방법의 문제

점을 개선 제안한 FEMA 440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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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스펙트럽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역량스펙트럼의 산정

2. 요구스펙트럼의 산정

3. 성능점의 예측

초기에 사용되는 요구스펙트럼은 5%의 감쇠비를 가지는 선형탄성 설계응답

스펙트럼이므로 구조물의 비선형거동의 정도에 따라 유효감쇠비를 구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와 3에서 여러 번의 반복계산을 통해 성능점

을 구한다. 성능점의 예측 및 반복과정은 ATC-40의 방법 혹은 이 방법의 문제

점을 개선제안한 FEMA 440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변위계수법

변위계수법에서는 지진동을 받는 단자유도모델의 응답에 관한 기존 자료들의

통계치에 근거한 경험적인 수식을 사용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최상층

의 최대변위를 예측한다. 따라서 변위계수법에서는 비선형 정적해석 후에 구조

물의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스펙트럼 형식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비

탄성변위를 반복 계산 없이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역량스펙트럼법과

의 차이점이다. 변위계수법에서 산정되는 목표변위(target displacement)는 역량

스펙트럼법에서의 성능점(performance point)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목표변위

를 산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역량곡선의 이선형화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해서 산정된 밑면 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이선형

(bilinear) 형태로 이상화시킨다. 탄성구간 이후의 강성(), 유효강성(), 초기

강성()을 산정한 후에 이상화된 이선형 곡선에서 구조물의 항복변위를 평가한

다. 와 의 교차점이 항복강도( )로 정의되며 항복강도의 60% 지점에서

유효강성()이 결정된다. 이 과정은 다소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거쳐야

한다.

해그림 4.3.1 역량스펙트럼법 

(2) 변위계수법 : 변위계수법에서는 지진동을 받는 단자유도모델의 응답에 관한

기존 자료들의 통계치에 근거한 경험적인 수식을 사용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구

조물의 최상층의 최대 변위를 예측한다. 따라서 변위계수법에서는 비선형정적해

석 후에 구조물의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스펙트럼 형식으로 변화시

키지 않고 비탄성변위를 반복 계산 없이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역량

스펙트럼법과의 차이점이다. 변위계수법에서 산정되는 목표변위는 역량스펙트럼

법에서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목표변위를 산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

다.

① 역량곡선의 이선형화

비선형정적해석에 의해서 산정된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2개 직

선으로 이루어진 변형-응력관계 형태로 이상화시킨다. 탄성구간 이후의 강성

(), 유효강성(), 초기강성()을 산정한 후에 이상화된 2개 직선으로 이루

어진 변형-응력관계에서 구조물의 항복변위를 평가한다. 와 의 교차점이

항복강도( )로 정의되며 항복강도의 60% 지점에서 유효강성()이 결정된다.

이 과정은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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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주기의 산정

유효주기는 탄성해석모델에서 고유치해석으로 구한 기본주기와 역량곡선의 이

선형화를 통해 구한 유효강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5.3.1)

여기서  : 유효 기본주기

3. 목표변위의 산정

목표변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5.3.2)

식 (5.3.2)에 사용되는 여러 계수들은 단자유도와 다자유도시스템에서 최대변위

의 차이, 탄성변위와 비탄성변위의 차이, 강도저하 및 강성저하의 효과 등을 고

려한 계수이다. 이러한 계수는 FEMA 273 혹은 FEMA 356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방법의 부정확성을 개선한 FEMA 440의 방법(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존 건

축물 내진성능평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참조)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해그림 4.3.2 유효강성의 결정

② 유효주기의 산정

유효주기는 탄성해석모델에서 고유치해석으로 구한 기본주기와 역량곡선의

이선형화를 통해 구한 유효강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 4.3.1)

여기서,

 : 탄성해석으로 구한 기본진동주기

 : 구조시스템별로 4장과 5장에 기술된 유효강성 및 3장의 모델링

절차에 따라 모델링된 구조물의 탄성 횡강성

 : 이선형화를 통해 결정된 유효강성(해그림 4.3.2)

③ 목표변위의 산정

목표변위는 FEMA 440 혹은 ASCE 41 등의 참고문헌에 제시된 수식을 통

해 산정할 수 있다. 해식 4.3.2는 FEMA 440에 제시된 수식으로 ~의 여러

계수들은 단자유도와 다자유도시스템에서 최대 변위의 차이, 탄성변위와 비탄

성변위의 차이, 강도 저하 및 강성 저하의 효과 등을 고려한 계수이다.

 




 (해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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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은 표 5.3.1 ~ 표 5.3.7과 같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하중지배 거동의 성능수준은 성능기반평

가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즉, 붕괴방지의 변형한계는 극한값으로,

거주가능과 인명안전의 변형한계는 극한값의 50%와 75%의 값을 사용하여 평

가한다.

5.3.2 부재별 모델링파라메터, 허용기준 및 성능수준의 판정

<신설>

1) 변형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성능점에서 부재의 비선형변형량과 5장, 6장

및 7장에 표로 제시된 허용기준과과의 비교를 통해 판정한다.

(2) 힘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식 (4.3.2)에 따라 판정한다.

 ≥    (4.3.2)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성능점 또는

목표변위에서의 힘지배거동의 부재력

 : 중력하중조합에 의한 힘지배거동의 부재력

 :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하여 산정한 부재의 공칭강도

 : 성능수준에 따른 보정계수, 붕괴방지의 성능수준에

대해서는 1.0, 인명안전 혹은 거주가능에 대해서는 1.3을

사용

 : 하중계수. 수직부재, 전이보 등와 같이 파괴시 여러 경간

혹은 층의 붕괴를 유발하는 부재일 경우 1.3, 단일 경간의

붕괴를 유발하는 부재이거나 타 부재의 붕괴를 유발하지

않는 부재일 경우 1.0을 사용

단, 와 의 곱은 1.5를 초과할 필요없다. 또한 전단벽의 전단력을

제외하고, 기대강도가 적용된 구조물 소성해석에 의한 부재력과 중력하중에

의한 부재력의 조합을 통해 산정된 최대 부재력이 부재의 공칭강도보다 낮을

경우 보정계수 및 하중계수를 적용한 요구량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1) 비선형동적절차는 직접적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내진성능을 판정한다.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의 결과는 지진파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3개 또는 7개 이상의 지진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4.3.6 부재별 허용기준

4.4 비선형동적절차

4.4.1 일반사항

[추가] 비선형동적절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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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2) 탄성해석이나 정적해석 시와 달리 이력감쇠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므로 해석모델의 감쇠비는 선형점성감쇠만을 사용한다.

(3) 비선형 모델링 변수와 성능수준의 해당 값은 비선형정적절차와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1) 비선형해석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중력하중은 4.3.4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구조물에 비틀림 비정형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축가진효과를 고려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반운동기록은 설계스펙트럼에 부합되는 3개 이상 사용하여 해석하여

해설

비선형 모델링 주요 변수와 성능수준의 판정을 위해 비선형정적절차의 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하중의 재하 시와 제거 시, 재가력 시 강도 및 강성의 변화

를 고려하는 부재의 이력거동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시

이력특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크게 1) 부재모델에 반복하중 작용횟수, 비선형

거동의 크기 등에 따라 성능저하(deterioration)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Ibarra-Krawinkler모델, Takeda모델 등), 2) 성능저하를 고려하지 않으나 적절

한 하중프로토콜을 사용한 반복하중 가력실험을 통해 구한 포락선을 사용하여

이력거동을 모델링하는 방법, 3) 단조가력을 통해 구한 포락곡선에 변형단계별

로 적절한 계수를 곱해 수정된 곡선을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 4) 이력모델

에서 강도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의 4가지가 있다.

제시된 방법 중, 방법 1)이 실제 거동을 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나 해석

모형 및 절차가 복잡하다. 방법 2)와 3)은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가력에 따른 성

능저하가 발생한 이후 곡선을 사용하므로 성능저하는 간접적으로 고려되는 방

법이다. 방법 4)의 경우, 성능저하는 고려되지 않으며, 설정된 변형의 한계를 넘

어설 경우 해석 결과에 신뢰성이 없다. 이와 같이 이력모델의 수준에 따라 해석

결과의 신뢰성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준에 맞춘 허용기준의 조정이 필요하

다.

4.4.2 하중조합 및 다축가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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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최대값에 대하여 평가한다.

(4) 각 지반운동기록 세트는 직교하는 두 방향의 수평성분으로 구성되며,

지반운동이 건물에 작용하는 방향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지반운동기록 세트에서 크기가 큰 성분을 건물의 X, Y축에

고르게 배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5) 지반운동기록 세트가 7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재력과 변형량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평가한다.

3차원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지반운동은 평면상에서 서로 직교하는

2성분의 쌍으로 구성된다. 개별 지반운동의 성분별로 5% 감쇠비의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주기별로 제곱합제곱근(SRSS)을 취하여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을 산정하며, 이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이

설계대상 구조물 기본진동주기의 0.2배부터 1.5배 사이에 해당되는 주기에

대해서 지반운동기록의 조성 및 생성방법에 따라 다음의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반운동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직교하는 2성분에 대해서 동일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지반조건에 해당하는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해설 

ASCE 7-16, ASCE 41-13에서는 활성단층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단층에 대한

계측지반운동의 방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지반운동기

록을 선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일반화된 활성단층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

사용하는 지반운동기록의 데이터를 7개 이상 사용하면 평균값으로 설계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파에 따른 응답의 변동성을 고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

아서 ASCE 41-13에서는 평균값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진파의 최소수량을 10개

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요령에서는 건축구조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7개 이상 지진파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4.3 평가용 지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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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반운동기록의 진폭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90%로 정한다.

(2)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지반조건에 해당하는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지반운동기록의 주파수 성분을 조정하여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게 생성한

경우에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110%로 정한다.

(3) 해당 구조물이 위치한 지반의 조건이 고려된 부지응답해석을 통해

지진동을 산정할 경우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80%로 정한다. 다만, 부지응답해석으로

구해진 지진파의 평균스펙트럼의 최대값이 설계대상 구조물

기본진동주기의 0.2배부터 1.5배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 밖에 위치할 경우

최소응답스펙트럼 가속도는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의

90%로 정한다. 부지응답해석을 위한 입력 지진파는 표 2.2.3에서 정의하는

  지반조건에서 계측된 지반운동기록을 사용하되 그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은   지반의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와

비교하여 가속도 일정구간에서는 80% 이상, 그 외 구간에서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4) 2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지반운동에 대해 작성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값이 해석을 수행하는 방향의 구조물

고유주기의 0.2배부터 1.5배 사이에 해당되는 주기에 대해서

지반운동기록의 조성 및 생성방법에 따라 위 (1)~(3)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단, 평가지진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의 1.3배 대신에 1.0배를

적용한다.

해설 

지반운동기록은 지진의 규모, 진원거리, 단층 메커니즘, 지반조건 등의 영향을

받고, 같은 지진에서 측정된 지진기록일지라도 관측소에 따라서 크기와 진동수

성분, 지속시간에 차이가 있다. 국내 지진재해도의 근간이 된 내진기준연구(II)

를 참조 시 규모 5.0~7.0 사이의 판내부 지진기록 중 진원까지의 거리가 5 km

와 60 km 사이의 원거리 지반운동기록 가운데 관측소의 지반조건이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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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해석모델은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로 독립적이고 직각으로 배치된 횡력 저항시스템을 갖는 정형구조물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2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서로 독립적이

아닌 저항시스템을 갖는 비정형구조물의 경우에는 각 층별로 평면상의

2직각 방향에 대한 변위와 수직축에 대한 회전을 포함하는 최소한 3개의

자유도를 갖는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격막이 횡하중 저항시스템의 수직부재에 비하여 유연한 경우, 해석모델은

격막의 유연성과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유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인 경우에는 균열단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철골모멘트골조의 변위 산정 시 패널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효과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해석 결과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비선형동적절차에서 사용되는 선형점성감쇠비는 별도의 해석과 실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외장재가 없는

경우에는 1%를 초과할 수 없다. 비선형동적절차에서 구조물의 감쇠는 레일리

감쇠(Rayleigh damping) 혹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질량과 강성에 비례하는 감쇠비는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방향 병진모드의 1차모드의 경우, 비선형거동에 의해 예상되는

장주기화(1.5~2.0)가 있을 경우에도 규정된 선형점성감쇠비를 초과할

자유장(free-field) 기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동일한 지진에서 계측된

(서로 다른 관측소의) 지반운동기록은 2개 데이터를 초과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측파의 선정은 관련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 해석모델

4.4.5 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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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수 없다.

(2) 90% 이상의 질량참여율을 얻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모드의

선형점성감쇠비는 질량참여율에 기초한 가중평균이 규정된

선형점성감쇠비를 초과할 수 없다.

(3) 질량참여율의 합이 90%가 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드 중 가장 고차모드의

감쇠비는 해석이나 실험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1차 병진모드 감쇠비의

8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각 구조부재 응답의 평균값(부재력과

변형)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1)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응답의 경우, 그 평균값은 각 지진파를 사용한

해석 결과에서 절대값의 최대치를 구하고 이들 값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방향에 영향을 받는 응답의 경우, 그 평균값은 각 지진파를 사용한 해석

결과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한 후 각 방향과 축별로 최대값의

평균, 최소값의 평균을 모두 구하여야 한다. 각 구조부재 응답의 최대치는

각 지진파를 사용한 해석 결과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한 후 각

방향과 축별로 이들 중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4.4.6 부재력과 변형의 산정

해설 

방향에 영향을 받는 응답은 정방향과 부방향의 허용기준이 다른 경우이다. 그

예로는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과 인장력, 보의 소성변형각, 이형전단벽체의 소

성변형각, 파운딩 검토시 건물의 횡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의 전단력, 기둥의 각 방향별 전단력, 대칭단면인 기둥과 전단벽

의 소성변형각, 비구조요소 검토용 층간변위 등은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응

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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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선형동적절차에서 부재별 허용기준은 비선형정적절차와 동일하다.

강성, 강도, m 계수, 변형능력 등 부재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재의

경우 적절한 구조실험을 통해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에 사용될 모델링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성능수준을 판정할 수 있다. 이 절은 이를 위한

구조실험계획, 데이터의 정리, 변형지배 및 힘지배거동의 판정, 그리고 모델링

주요 변수의 선정과 성능수준의 판정절차를 규정한다.

(1) 실험체는 평가대상 건물 내 해당 부재와 동일한 단면상세, 지지조건, 및

하중조건을 모사하여야 한다. 가능한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다수의

실험체는 통계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 대한 최소한 3개 실험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가력하중은 평가지진력으로 작용하는 응력으로 실험체에 예상되는 최대

변위까지 단계적으로 변위를 증가시키며, 반복하중을 통해 실험체가

횡하중과 중력하중에 의해 완전한 파괴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다.

(3) 하중프로토콜은 예상 평가지진파의 특성 및 구조시스템의 대상 부재의

파괴모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4) 하중변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하중단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실험체의 파괴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산량은 지진하중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재의 예상하는 에너지 소산량과 비교하여 모델링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실험보고서의 데이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험체 재료 및 기하학적인 특성

4.4.7 부재별 허용기준

4.5 구조실험을 통한 모델링변수 및 허용기준의 산정절차

4.5.1 구조실험계획

4.5.2 데이터 정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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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 실험체 세팅 : 지지조건 및 가력장비의 배치, 실험장소 및 시간, 계측장비,

실험수행자의 인적사항, 실험실시 전 실험체 사진 등

(3) 하중프로토콜 : 하중증분, 하중재하속도, 각 하중단계별 재하시간 등

(4) 실험상황에 대한 주요 현상 및 실험 단계별 사진 : 탄성구간의 유효강성,

소성구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손상 및 발생시점, 횡하중 저항능력의

상실시점, 수직하중 저항능력의 상실시점, 하중-변위 그래프, 특정한

손상단계 시(균열발생이나 항복발생 시점) 실험체 상황, 강성의 변화,

파괴모드의 변화 등에 대한 기술

실험 결과로부터 모델링 주요 변수의 선정과 성능수준의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하중-변위 관계의 이상화

① 반복하중에 따른 하중-변위 곡선의 작성

② 하중-변위 곡선에서 그림 4.5.1과 같이 각 변위단계의 첫 번째 가력시

최대점을 연결한 포락곡선을 작성

③ 포락곡선으로부터 그림 4.5.2와 같이 탄성, 소성, 잔류강도를 나타내는

몇 개의 직선으로 이상화한 다중선형 그래프를 작성

그림 4.5.1 반복하중에 의한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포락곡선 작성

4.5.3 모델링 주요 변수와 허용기준의 산정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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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다중선형그래프의 유형

(2) 각 실험체의 결과로부터 구한 다중선형 그래프로부터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를 작성한다. 이 때,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의 강성은 각 실험체의

다중선형 그래프 강성의 평균으로 하고,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의 각

구간의 시작과 끝점은 값은 개별 다중선형 그래프의 각 구간의 시작과

끝점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비선형절차에서는 구해진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며,

선형절차에 사용될 강성값은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의 첫 구간의 강성값을

사용한다.

(4) 구해진 평균 다중선형 그래프의 형태로부터 실험체의 거동을 변형지배

혹은 힘지배로 판정한다. 다중선형화곡선의 형태는 그림 4.5.2의 유형 1,

유형 2, 혹은 유형 3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판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 1은 탄성영역(점 0과 점 1까지), 소성영역(점 1에서 점 3사이),

횡하중 저항능력 상실지점(점 3), 중력하중 저항능력 상실지점(점 4)로

구성되는 연성거동을 나타낸다. 소성영역은 양의 값 혹은 음의 값을

가지는 항복 후 강성(점 1과 2의 기울기) 구간과 최대강도 이후의

잔류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저하 구간(점 2에서 3까지)으로 구성된다.

1차부재의 경우 d ≥ 2g일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판정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힘지배거동으로 판정한다. 2차부재의 경우 d/g의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변형지배거동으로 판정한다.

② 유형 2는 탄성영역(점 0과 점 1까지)과 소성영역(점 1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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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으로 구성되는 연성거동을 나타낸다. 소성영역은 양의 값 혹은

음의 값을 가지는 항복 후 강성(점 1과 3의 기울기) 구간으로 점 3에서

대부분의 횡하중 저항능력의 잔류강도가 손실되는 경우이다. 중력하중

저항능력의 손실은 점 4에서 발생한다.

1차부재의 경우 소성영역에서 e ≥ 2g를 만족할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판정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힘지배거동으로 판정한다.

2차부재의 경우 f ≥ 2g일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판정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힘지배거동으로 판정한다.

③ 유형 3은 취성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이 경우, 탄성구간(점 0에서 점

1까지) 이후 횡하중 저항성능이 소실되는 점 3이 바로 나타나며, 이후

중력하중 저항능력이 소실되는 점 4가 나타난다. 이러한 거동을 보이는

1차부재는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2차부재의 경우, f ≥ 2g를 만족할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힘지배거동으로

판정한다.

(5) 힘지배거동일 경우의 강도 은 일련의 실험체의 강도값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으로 한다.

(6) 비선형절차에 사용되는 변형지배거동의 각 성능수준별 허용기준은 그림

4.5.3의 각 지점에 해당하는 변형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한다.

① 거주가능 : 실험체에서 잔류변형이 발생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변형,

그러나 인명안전에 해당하는 변형값에 0.67을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인명안전 : 점 E의 변형값에 0.75를 곱한 값

③ 붕괴방지 : 점 E의 변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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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성능수준별 허용기준과 m 계수의 결정

(7) 선형절차에 사용되는 변형지배거동의 각 성능수준별 m 계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① 각 성능수준별 변형값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거주가능 : 실험체에서 잔류변형이 발생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변형,

그러나 인명안전에 해당하는 변형값에 0.67을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1차부재의 인명안전 : 점 C의 변형값에 0.75를 곱한 값

- 1차부재의 붕괴방지 : 점 C의 변형값. 단, 점 E의 변형값에 0.75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2차부재의 인명안전 : 점 E의 변형값에 0.75를 곱한 값

- 2차부재의 붕괴방지 : 점 E의 변형값

② ①에서 구한 변형값을 항복변위(점 B의 변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③ 각 성능수준의 m 계수는 (7)-②에서 구한 비율에 0.75를 곱한 값으로

한다.

(8) 비선형동적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요 변수 이외에도 재가력 시 거동, 강성과 강도의 저하, 핀칭효과를

고려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석에 사용될 부재의 수학적 모델은

예상되는 변형한계 내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이력곡선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때, 낮은 변형한계와 높은 변형한계에 대한

거동을 구분하여 해석하며 안전측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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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조물의 내진성능판정기준은 지진시 발생하는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부재의 연직하중저항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연직하중저항능력의 경우, 4.3

절의 절차에 따라 개별 부재별로 어떤 성능수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후 어

떠한 성능수준 및 그 보다 높은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

하중의 합이 전체 연직하중의 80%이상이면 그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각 부재의 연직하중 분담비율을 구하기 위한 하중은 지진하중 없

이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25%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4.4.1 성능수준의 판정

전체 

성능수준
판정기준

거주가능 
부재별 성능수준이 거주가능인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하중 분담율이 

80%이상

인명안전
부재별 성능수준이 인명안전, 거주가능인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하중 

분담율이 80%이상

붕괴방지 
부재별 성능수준이 붕괴방지, 인명안전, 거주가능인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하중 분담율이 80%이상

붕괴위험
부재별 성능수준이 붕괴위험인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하중 분담율이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철골가새구조의 경우는 가새의 성능수준을 전체 건물의 성능수준으로

판정하며, 철골골조+철근콘크리조 전단벽구조의 경우 전단벽의 성능수준을 전

체 건물의 성능수준으로 판정한다. 또한 목표성능수준이 붕괴방지일 경우 조

적채움벽의 붕괴는 전체 건물의 성능수준판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층간변형각에 따른 성능수준판정기준은 구조시스템별로 표 4.4.2와 같다. 층간

변형각의 경우도 각 방향과 층별로 성능수준을 판정한 후, 가장 낮은 성능수

4.4 성능수준의 결정

전체 구조시스템의 해당 성능목표 만족여부는 다음의 규정을 통해 판정한다.

(1) 대상구조물이 성능목표에 해당하는 허용층간변형각(표 4.6.1) 및

중력하중저항능력(표 4.6.2) 모두를 만족할 경우 그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2)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 4.6.1과 같으며

대상건물의 방향별, 층별로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구조시스템

내진설계 된 건물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전단지배형 RC 전단벽 시스템 0.25 0.5 1

휨지배형 RC 전단벽 시스템 0.5 1 2

무보강 조적 전단벽 시스템 0.3 0.6 1

철골골조 0.7 2.5 4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0.5 1.5 2

표 4.6.1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 

(3) 표 4.6.1에서 전단벽시스템 중 휨지배형은 전체높이/길이비(형상비)가

3.0을 초과하는 세장한 벽체, 전단지배형은 형상비가 1.5 미만인 낮은

벽체에 해당하며, 세장한 벽체와 짧은 벽체 사이의 형상비를 가지는 경우

선형보간한다.

(4)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은 표 4.6.1에 규정된 값들의 70

%로 제한한다.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형능력이 제한적인 부재들이 다수 남아있게 되므로 내진보강

이전과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5) 대상건축물의 주요 방향별로 사용된 구조시스템이 다른 경우

허용층간변형각은 밑면전단력의 기여도를 통해 표 4.6.1의 값을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4.6 성능수준의 판정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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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으로 판정한다. 각 방향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구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4.2 구조시스템 및 성능수준별 허용층간 변형각(%)

구조시스템
내진설계된 경우 내진설계 되지 않은 경우

IO LS CP IO LS CP

RC 모멘트골조 1 2 4 0.5 1.0 2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7 1.4 2.4 0.35 0.7 1.2

전단지배형 전단벽 시스템 0.25 0.5 1 0.12 0.25 0.5

휨지배형 전단벽 시스템 0.5 1 2 0.25 0.5 1

철골골조 0.7 2.5 5 0.55 2.0 4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0.5 1.5 2 0.4 1.2 1.6

조적조 0.4 0.67 1 0.4 0.67 1

전단벽 시스템중 휨지배형 벽체는 본 요령에서 정의하고 높이/길이비에 따른

세장한 벽체, 전단지배형 벽체는 짧은 벽체에 해당하며, 세장한 벽체와 짧은

벽체사이의 형상비를 가지는 경우 선형보간한다. 또한, 휨지배 부재, 전단지배

부재, 혹은 그 사이의 형상비를 가지는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가장 작은

층간 변형각 수준을 적용한다.

(6) 중력하중저항능력에 따른 성능수준별 만족기준은 표 4.6.2과 같다. 표

4.6.2에 제시된 해당 성능수준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만족할 경우 그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해당 성능수준별

중력하중저항능력의 만족여부는 각 방향별 층별로 수행하며, 각 층의

부재는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로 나누어 평가한다. 부재별 연직하중

분담능력은 수직부재의 경우 축하중, 수평부재의 경우 양단 전단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부재별 연직하중 분담능력 산정시 하중조합은 식

(4.3.1)을 사용한다.

성능수준 판정기준

거주가능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거주가능을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중

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 % 이상. 혹은 건물의 내진성능목표가 기능

수행인 경우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거주가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의 손상이 건체건물의 기능수행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인명안전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인명안전과 거주가능을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 % 이상

붕괴방지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

표 4.6.2 성능수준별 중력하중저항능력

(7) 변형지배형 거동에 의한 부재의 해당 성능수준의 만족여부는 5장, 6장 및

7장에 규정된 해당 성능수준별 비탄성변형의 허용한계값으로부터 판정한다.

변형지배형 거동은 연성거동을 통해 큰 변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휨항복,

인장항복거동을 가리킨다.

(8) 힘지배형거동의 경우 선형절차에서는 식 (4.2.15)을, 비선형절차에서는 식

(4.3.2)를 만족할 경우 해당 요구성능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힘지배형 거동은 취성적 파괴를 나타내는 압축거동, 전단거동, 연결부의

파괴 등을 가리킨다.

(8)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에서 조적채움벽이 면내로 파괴되거나 혹은

면외로 전도될 경우 전체 구조물은 거주가능과 인명안전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목표성능수준이 붕괴방지일

경우, 조적채움벽의 파괴는 전체 건물의 성능수준 판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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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1에서 4.3까지의 부재별 성능수준 확인 후 전체적인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지

진하중을 제외한 연직하중 작용시 붕괴방지이상의 성능수준 즉 거주가능, 인명

안전, 혹은 붕괴방지를 만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연직하중이 전체연직하중의

80%이상이면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80% 미만이면 붕괴방지의 불만족 즉 붕괴

위험으로 판단한다. 거주가능 및 인명안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한다.

부재별 연직하중 분담능력은 수직부재의 경우 축하중, 수평부재의 경우 양단 전

단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25%에 해당하는 연

직하중이 작용할 때 층별로 각 수직부재에 작용하는 축하중과 수평부재의 양단

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합 중 부재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그 부재의 연직하중 분

담능력이 된다.

이처럼 전체 성능수준을 모든 부재별 성능수준 중 가장 불리한 수준으로 하지

않고 연직하중 부담비율상 20%까지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중요도가 낮은

부재가 전체 성능수준을 좌우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상세평가에

서는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의 판정보다는 개별부재의 성능수준 확인이 보다

중요하므로, 평가결과 목표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 특히 붕괴위험 수

준인 부재는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하고 향후 보강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직하중저항능력에 따라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을 판정하는 방법은 지진 후

구조물의 붕괴에 대한 저항능력을 근거로 성능수준을 판정한다는 면에서 합리

적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전단벽 혹은 가새 등과 같이 대부분의 횡하중을 분담

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결정하는 부재가 연직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재의 성능수준이 구조시스템의 성능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철골가새구조와 철골골조+철근콘크리조 전단벽구조

의 경우 대부분의 횡력을 부답하지만 연직하중지지비율은 낮은 가새 및 전단벽

(9) 비선형정적해석에서 단일 스텝에서 최대 밑면전단력의 20 퍼센트 이상의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한 이후의 해석결과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성능점이 유효한 변위를 초과하여 형성되는 경우에 붕괴한

것으로 판정한다.

해설

(1) 표 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축물 전체의 기능수행은 구조요소의 거주가

능, 비구조요소의 기능수행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요소의 거주가능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전체건축물의 기능수행의 확인으로 구조요소의 변형에

의해 비구조요소의 기능손상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비구조요

소의 검토를 통해 해당 지진시 비구조요소의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적

으로 확인할 경우 전체건축물은 기능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5) 예를 들어 모멘트골조와 벽구조의 혼합구조일 경우 구조해석을 통하여 평가

된 벽구조의 요구 밑면전단력이 총 밑면전단력의 40%라면 벽구조의 밑면전단

력 기여도는 40%이고, 모멘트골조의 밑면전단력 기여도는 60%로 결정된다. 비

선형정적해석의 경우, 밑면전단력 기여도는 성능점 혹은 목표변위에서의 해석결

과로부터 산정한다.

(6) 성능목표별로 지진하중의 크기 다르므로 표 4.6.2는 검토대상 성능수준의 만

족여부만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거주가능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를 통해 인명안전이나 붕괴방지의 성능수준을 판정할 수 없다.

(9) 역량곡선에서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한 경우, 해석 알고리즘에 따라서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물의 취성파괴로 인하여 반복해석 과정의 수렴에 문

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그 이후의 성능곡선은 신뢰하기 어렵다.

FEMA 440, ASCE 41 등에서는 최대강도 도달 후 급격하게 강도가 저하되는

영역에서는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한 성능점 산정이 동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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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수준을 전체 건물의 성능수준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조적채움벽의 경우, 거주가능 성능수준은 조적채움벽에 육안으로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균열이 발생했을 때이며, 인명안전 성능수준은 조적채움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전체 또는 일부가 골조로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이다.

조적채움벽이 골조로부터 탈락하여 파괴될 경우 건물내의 거주자의 인명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명안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건물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붕괴방지의

성능수준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횡하중의 형태를 갖는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적 피해는 수직부재의

변형에 의해 평가하게 되며, 각각에 대응되는 층간변위각을 건축물의 손상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라도

구조시스템별로 매우 다른 변형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저층 전단벽 및 가새 등과 같이 강성이 매우 강한 부재를 가진 경우와

일반적인 골조시스템의 변형능력은 큰 차이를 보이며, 그리고 철골과 콘크리트

등 재료에 따라서도 변형능력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된

건물은 횡보강등의 요구조건에 따라 부재별 연성능력이 크므로 더 큰

변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내진설계여부 및 구조시스템별로 성능수준별 변형각을 제시하였다.

본 요령에서는 1)FEMA356, 2)KBC2013, 3)일본의 실험결과에 기반하여 작성된

전단지배 및 휨지배형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형각에 따른 손상도

수준(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1단계 연구결과보고서중

이강석의 연구결과), 4) 내진설계되지 않은 실물 RC골조구조물의 횡방향

가력실험결과(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단, 2010) 5) 채움벽을 가지는

RC골조구조물 시험체 실험결과(최호, 2009)의 연구결과, 6)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내진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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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별 층간변형각의 기본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FEMA356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다.

(2) 전단벽시스템은 휨지배형 부재와 전단지배형 부재를 구분하고, 휨지배형

부재는 FEMA356기준을 따르나 전단지배형 전단벽은 휨지배형 전단벽보다

매우 작은 변형도에서 붕괴된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휨지배형 전단벽의

허용층간 변형각의 50% 수준으로 설정한다.

(3) 내진설계되지 않은 RC 구조물의 경우, 본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둥의

소성힌지모델에서 허용소성변형도가 0.2%에서 0.6%로 매우 작은 값이라는

점과, 국내 실물크기 3층 RC 골조구조물에 대한 실험결과 약 2%의 변형에서

완전 파괴되는 것을 고려하여, FEMA356의 RC골조의 값의 50%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붕괴방지를 판단하는 허용층간변형각은 2% 수준이 되며

실물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된다.

(4) 채움벽을 가지는 RC 골조의 경우, RC 골조구조물과 비교할 때 강성과

강도가 증가하나, 작은 변형도에서 파괴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RC

골조의 70% 수준으로 설정한다.

(5) 내진설계되지 않은 철골구조물의 경우, HAZUS에서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80%수준으로 허용층간변형각을 설정하는 것을 근거로, 내진설계된 경우의

80%수준으로 설정한다.

(6) 비보강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내용 중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기술기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층간변형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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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

이 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절차를 제시한다.

재료강도의 결정방법은 1장에 따라 크게 현장시험에 의해 구하는 경우,

설계도서상의 재료강도에 감소계수를 적용하여 구하는 경우, 건설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의 세 종류가 있다.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는 재료의 공칭강도로서 재료강도의 변동을 고려한 안전측의

값이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우 실제 재료가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강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공칭강도)에 표 5.2.1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재료 특성 설계기준강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21 이하 1.20

21 초과 ~ 40 이하 1.10

40 초과 1.0

철근의 인장 및 

항복강도

(MPa)

300 미만 1.25

300 이상 ~ 400 미만 1.2

400 이상 ~ 500 미만 1.1

500 이상 ~ 600 미만 1.05

600 이상 1.0

표 5.2.1 설계기준강도로부터 기대강도를 구하기 위한 재료별 보정계수

조적채움벽의 재료강도는“6장 조적채움벽구조와 조적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구조.

5.1 일반사항

5.2 재료강도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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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위해서는 두 직교하는 축에 해당하는 평면프레임모델을 사용하거나

3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평면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틀림효과가

없어야 한다. 비틀림효과의 유무는 3.1.1의 H-1 비틀림 비정형의 판단기준을

통해 판정한다.

해석모델에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균열을 고려하여 표 4.2.3과 같은

유효강성을 사용하여 모델링한다.

5.2.1 해석 모델

4.2.7.1 RC 부재의 유효강성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해석 모델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의 비선형모델링 방법은 부재 단부에 비선형거동을

집중해서 고려하는 집중소성힌지모델 또는 부재 길이 전체에 걸쳐 곡률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거동을 반영하는 분산비선형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를 집중소성힌지모델을 사용하여 비선형거동특성을

반영할 경우, 부재 단면을 그림 4.3.1과 같은 힘-변형 관계 또는 5.3.4의

섬유요소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3)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를 집중소성힌지의 힘-변형 관계로 나타날 때,

포락선은 해당 부재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표 5.4.6, 표 5.4.7, 표 5.4.8, 표

5.5.4, 표 5.5.5의 모델링 변수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부재의 비선형 힘-변형 관계는 그림 4.3.1(a)를

적용한다.

(5) 일체형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비선형 힘-변형 관계는 그림 4.3.1(a), 그림

4.3.1(b), 그림 4.3.1(c)를 적용한다.

(6)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비선형 힘-변형 관계는 그림 4.3.1(a)를

적용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 전단, 축하중에 대한 강성은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 온도 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균열손상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사용한다. 표 5.3.1에 구조부재의 유형별 유효강성 값이 제시되어

있다.

5.3 해석 모델의 고려사항

5.3.1 해석 모델의 적용

5.3.2 유효강성

[수정]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강성조항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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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강성 전단강성 축강성

보 0.5   -

기둥 (축력비가 0.5이상)    

기둥(축력비가 0.3이하)    

벽 (균열이 없는 경우) 0.8   

벽 (균열이 있는 경우) 0.5   

표 4.2.3 RC 부재의 유효강성

변형지배거동에서 부재강도는 평균강도 QCE를 사용하며, 하중지배거동에서

부재강도는 공칭강도 QCN을 사용한다.

허용응력을 사용할 경우 공칭강도는 허용강도에 강재의 경우는 1.7, 조적의

경우 2.5를 곱한 값으로 본다.

부재의 각종 공칭강도는 이 요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BC2009에

따라 구한다. 혹은 이 절에서 소개되는 간략식을 통해 공칭강도 혹은 평균강

도를 산정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구조설계기준에서 사용되는 강도감소계수 

4.3.2 부재강도

부재 휨강성
2)

전단강성 축강성

철근콘크리트보
1) 0.35 0.4  

기둥 0.7 0.4 



1)

비균열 벽체 0.7 0.4  

균열 벽체 0.35 0.4  
1) 비선형해석 시 인장에 적용

2) T 형보의 경우 는 웨브부분의 값의 2배의 해당하는 값, 또는 건축구조기준에 규정

된 유효폭의 규정에 따라 산정

표 5.3.1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별 유효강성

건축구조기준에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식 (5.3.1)로 정의하고 있다.

    (5.3.1)

여기서,   이다. 는 가 40MPa이하면 4MPa, 60MPa

이상이면 6MPa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으로 구한다. 이 값은 공칭강도와

기대강도(배합강도)의 차이를 고려한 값이므로 설계도서의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나 재료실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에

평균강도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구조기준의 5장 콘크리트구조의 규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단,

강도감소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변형지배거동을 평가할 경우 재료의

기대강도를 적용하여 강도를 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정착, 이음등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 이를 강도평가와 해석모델에

고려해야 한다.

5.3.3 부재강도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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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건물의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강도는 건축구조기준(KBC2009)의 5장 콘크리트의 내

용을 따른다. 단, 강도감소계수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변형지배거동의 경우

공칭강도와 평균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철근의 항복강도  대신   

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대신   를 사용하여 강도를 산정한다.

부재별 강도는 구조설계기준과 같이 구조공학에서 통용되는 역학적인 가정

및 해석방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략한 계산을 위해 다음에

제시하는 간략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보

보의 평균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4.3.6)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4.3.6)

여기서,

 : 보의 평균휨강도

 : 철근의 단면적

 : 철근의 평균강도 = 1.25

 : 보의 유효 깊이

 



 : 보의 폭

 :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 1.2

보의 공칭전단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4.3.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4.3.2.1 RC부재의 부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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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4.3.8)

                 

 (4.3.9)

여기서,

 : 스터럽 단면적

 : 스터럽 간격

(2) 기둥

기둥의 휨강도와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는 철근콘크리트의 압축최연단의 변

형도가 종국변형도인 0.003에 도달할 때 축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휨 부재에 적용되는 단면의 평면유지 가정과 철근의 탄소성거동 및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

하여야 하며 압축 또는 인장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하거나 평균

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한 값을 1.25로 나눈 값으로 한다.

기둥의 전단강도는 KBC2009의 전단강도식 혹은 식 (4.3.10)을 사용하여 평

가한다. 식 (4.3.10)은 후프의 간격이 넓은 기둥의 전단강도가 휨항복 이후의

비선형거동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경험식이다.

                  


 








 




 




 (4.3.10)

여기서,

 : 후프의 단면적

 : 고려하는 방향의 단면의 유효춤, 로 본다.

 : 고려하는 방향의 전체단면춤

 ,  ,  : 해당하중조합에 의한 모멘트, 전단력, 축하중.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축하중은 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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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콘크리트), =0.75 (경량콘크리트)

 








  ≤ 
   ≤ 
   

 








 ≤ 
    ≤ 

  

 : 변위연성도

또한 하중조합에 의한 모멘트와 전단력의 비는  ≤≤ 이어야 하며,

간략한 평가를 위해 =3,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재료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 및 축력과 휨모멘트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면상에 분포된 비탄성

일축응력 전달요소로 비탄성 거동을 나타내는 섬유(fiber)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섬유요소모델은 부재의 비선형 휨거동을 모델링할 때만 사용한다.

섬유요소의 재료별 응력-변형률 관계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1) 비선형 해석을 위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포물선 및 직선

관계를 포함하여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응력-변형률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의 인장능력은 무시한다. 별도의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는 한, 횡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상응하는 압축변형률은

0.002를 사용하며, 압축파괴 시 종국변형률과 잔류응력은 각각 0.003과

최대 응력의 10%를 넘을 수 없다. 횡철근 등에 의하여 횡구속된

콘크리트는 횡구속효과를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변형률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구속된 콘크리트 압축변형률의 한계는 실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의하여야 하며, 횡구속 철근의 파단, 주근의 좌굴,

대변형에서의 저항력 손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이력모델은 하중 제하(unloading) 또는 재하(reloading) 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없고 잔류변형에 의한 압축응력 발현의 지연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2)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이선형 혹은 3선형 곡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5.3.4 섬유요소모델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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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또한 철근의 압축변형률은 0.02, 인장변형률은 0.05를 초과할 수 없고, 강재

시편의 단조가력 시험에서 구한 최대 변형률을 한계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실험적 근거가 없는 경우, 철근의 탄성계수는 200 GPa을

사용한다. 철근이 독립적인 섬유요소로 모델링된 벽체의 경우, 압축을 받는

철근은 좌굴거동에 의한 응력 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조하중을 받는

철근의 경우, 압축변형률 0.003에서 좌굴이 발생하여 항복응력의 10%로

응력이 저하되는 다중선형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선형해석시 부재 유형별 소성회전각을 허용기준으로 사용한다. 또한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과 철근의 인장 또는 압축 변형률이 (1)과

(2)에서 제시된 재료의 변형률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성회전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해당 부재는 붕괴로 판정한다.

(4) 섬유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구조요소의 이력거동은 실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거동과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세 모델링 변수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요소의 수치모델은 실제 실험결과

또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힘-변위 관계의 포락선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모의 해석에서는 회전각 또는 전단변형각 등

부재 수준에서의 거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내진성능평가의 변형요구량

범위에서 산출하여 실험 등과 비교한다.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구조해석모델은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등

골조를 구성하는 각 부재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부재의 강도, 강성, 변형

능력을 모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휨파괴, 전단파괴,

그리고 보강근의 정착이 고려되어야 하며, 내 콘크리트 허리벽 및

조적채움벽, 비구조재와의 상호작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5.4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

5.4.1 일반사항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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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보와 기둥은 휨, 전단, 그리고 축방향

유효강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설계지진 규모 이상의 지진 시

구조물은 균열 발생 이후 항복 혹은 그 이상의 비선형거동이 발생하며

그때의 비선형 강성과 전체 단면의 강성에 대한 비율을 유효강성비로

정의한다. 부재별 유효강성은 표 5.3.1의 값을 사용한다.

(2) 보-기둥 접합부는 접합부내 패널존을 직접 모델링하거나 접합부와 인접한

보와 기둥의 강도비율에 따라 보와 기둥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보-기둥 접합부의 모델링 예시는 그림 5.4.1에 제시되어 있다.

① 기둥의 강도가 큰 경우(  ) 접합부내 기둥은 강역으로

모델링하며 보는 강역으로 모델링하지 않음

② 보의 강도가 큰 경우(  ) 접합부내 보는 강역으로

모델링하며 기둥은 강역으로 모델링하지 않음

③ 보와 기둥의 강도가 비슷한 경우( ≤ ≤ ) 기둥과 보

모두 접합부내 부재 길이의 절반을 강역으로 모델링함.

여기서, 는 축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기둥의 모멘트강도의 합이며,

는 접합되는 보의 모멘트강도의 합이다.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모든 보-기둥 접합부에 ③을 적용할 수 있다.

5.4.2 해석모델 및 강성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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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a) 접합부 정밀모델 예시 (b) 접합부 이상화 모델의 강역구간

(c) 기둥의 강도가 큰

경우

(d) 보의 강도가 큰

경우

(e) 보와 기둥의 강도가
비슷한 경우

그림 5.4.1 보-기둥 접합부 강역의 모델링

(3) 기둥의 파괴모드는 기둥의 전단강도 (식 (5.4.5)에 의한 과 동일),

소성힌지 구간에서 휨 항복이 발생했을 때의 전단력 , 그리고 횡보강

철근의 상세를 기반으로 표 5.4.1과 같이 분류한다. 또한, RC기둥이

허리벽에 의하여 일부 구속된 경우, 단주효과를 고려하여 소성힌지 구간

및 를 구하여야 한다.

① 그룹 i: 휨 파괴(전단 파괴 발생 없이 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그룹 ii: 휨전단 파괴(휨 항복 이후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③ 그룹 iii: 전단 파괴(휨 항복에 선행하여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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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강도는 건축구조기준(KBC2009)의 5장 콘크리트의 내

용을 따른다. 단, 강도감소계수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변형지배거동의 경우

공칭강도와 평균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철근의 항복강도  대신   

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대신   를 사용하여 강도를 산정한다.

부재별 강도는 구조설계기준과 같이 구조공학에서 통용되는 역학적인 가정

및 해석방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략한 계산을 위해 다음에

제시하는 간략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보

보의 평균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4.3.6)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4.3.6)

4.3.2.1 RC부재의 부재강도

전단 강도비( )

135°갈고리가 

사용되고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진상세로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1)

90°갈고리를 가진 

폐쇄형 띠철근이 

사용된 경우

그 외(겹침이음된 

띠철근 포함)

0.6 이하인 경우 i ii ii

0.6 이상 1 이하인 

경우
ii ii iii

1 이상인 경우 iii iii iii

1) 소성힌지구간에서 횡보강근이  ≥ 이고 ≤ 인 경우에만 파괴모드 i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파괴모드 ii로 분류함

표 5.4.1 횡보강근 상세에 따른 RC기둥의 파괴모드 분류

(4) 비선형 동적절차에서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특성을 이용하여 각 부재의

완전한 이력거동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는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5장 콘크리트

구조”에 따른다. 이때 사용되는 재료강도는 5.2에 따라 산정한다.

(2) 부재별 강도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3) 철근콘크리트 허리벽에 의해 모멘트골조 기둥의 변형이 구속될 경우 이에

따른 기둥의 단주효과를 고려하여 기둥의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조적채움벽이 모멘트골조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 모멘트골조의 기둥은

조적채움벽으로부터 전달되는 전단력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보의 평균 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5.4.1)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변형지배거동의 경우 설계기준강도와 기대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5.4.3 강도

5.4.3.1 보의 강도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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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기서,

 : 보의 평균휨강도

 : 철근의 단면적

 : 철근의 평균강도 = 1.25

 : 보의 유효 깊이

 



 : 보의 폭

 :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 1.2

보의 공칭전단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4.3.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4.3.7)

                  

  (4.3.8)

                 


(4.3.9)

여기서,

 : 스터럽 단면적

 : 스터럽 간격

(2) 기둥

기둥의 휨강도와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는 철근콘크리트의 압축최연단의 변

형도가 종국변형도인 0.003에 도달할 때 축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휨 부재에 적용되는 단면의 평면유지 가정과 철근의 탄소성거동 및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

하여야 하며 압축 또는 인장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하거나 평균

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한 값을 1.25로 나눈 값으로 한다.

철근의 항복강도  대신 를 콘크리트 압축강도  대신 를 사용하여

강도를 산정한다.

   (5.4.1)

여기서,

 : 보의 평균휨강도

 : 철근의 단면적

 : 철근의 평균항복강도

 : 보의 유효깊이

 :


 : 보의 폭

 :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2) 보의 전단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한 식 (5.4.2)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5.4.2)

  


  (5.4.3)

 


(5.4.4)

여기서,

 : 전단보강근의 단면적

 : 콘트리트의 공칭항복강도

 : 전단보강근의 공칭항복강도

 : 전단보강근의 간격

단, 식 (5.4.3)에서 와 의 단위는 MPa로 한다.

5.4.3.2 기둥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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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둥의 전단강도는 KBC2009의 전단강도식 혹은 식 (4.3.10)을 사용하여 평

가한다. 식 (4.3.10)은 후프의 간격이 넓은 기둥의 전단강도가 휨항복 이후의

비선형거동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경험식이다.

                  


 








 




 




 (4.3.10)

여기서,

 : 후프의 단면적

 : 고려하는 방향의 단면의 유효춤, 로 본다.

 : 고려하는 방향의 전체단면춤

 ,  ,  : 해당하중조합에 의한 모멘트, 전단력, 축하중.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축하중은 0으로 본다.

=1.0 (일반콘크리트), =0.75 (경량콘크리트)

 








  ≤ 
   ≤ 
   

 








 ≤ 
    ≤ 

  

 : 변위연성도

또한 하중조합에 의한 모멘트와 전단력의 비는  ≤≤ 이어야 하며,

간략한 평가를 위해 =3, =0으로 할 수 있다.

(1) 기둥의 전단강도는 은 식 (5.4.5)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식 (5.4.5)는

후프 간격이 넓은 기둥이 휨항복 이후 비선형거동구간에서 전단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경험식이다.

 


 



  (5.4.5)

여기서,

 











 ≤ 
  ≤

   

단, 를 모르는 경우, =0을 사용.

 :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0.75,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1을 사용

 : 축방향 압축력.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강도 산정의 간편성을

위하여   을 사용할 수 있음.

 : 평가하중 작용시 작용 모멘트를 전단력과 유효깊이로 나눈

값의 최대값으로 2와 4 사이의 값을 사용함. 강도 산정의

간편성을 위하여  을 사용할 수 있음

 : 유효깊이로   로 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단력 작용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

 : 기둥의 총 단면적

(2) 기둥의 휨, 압축, 및 인장강도는 철근콘크리트 압축연단의 변형률이

종국변형률 0.003에 도달할 때의 축력과 모멘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하여야 한다. 휨 부재에 적용되는 단면의 평면유지 가정과 철근의

탄소성거동 및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한다. 단, 휨강도는 재료의

기대강도를 사용하여 구하고, 압축강도는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하여

구한다.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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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보-기둥 접합부의 검토시 요구전단력은 평가지진작용시 유효 슬래브폭을

포함한 보-기둥접합부의 자유물체도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단, 이 값은

접합부에 접한 보 혹은 기둥의 항복 시 발생되는 전단력보다 클 필요는

없다.

(2) 보-기둥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 은 식 (5.4.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4.6)

여기서,

 :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0.75,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1을 사용

 : 접합부의 유효 횡단면적

 : 표 5.4.2에 따른 계수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직교보가 

있는 

내부접합부

직교보가 

없는 

내부접합부

직교보가 

있는 

외부접합부

직교보가 

없는 

외부접합부

최상층 

외부접합부

 이하인 경우
1)

20 15 15 12 8

 초과하는 경우1)
12 10 8 6 4

1)  구속보강철근 중심 간의 거리로 측정한 기둥 내부의 단면 치수

표 5.4.2 접합부 강도산정 계수, 

5.4.3.3 보-기둥 접합부의 강도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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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그림 5.4.2 보-기둥 접합부 분류

(3) 보-기둥 접합부의 공칭단면적 는 접합부 깊이인 골조 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와 접합부 너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접합부 너비는 아래 세 가지

중 최소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골조 직각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

② 보폭과 접합부 깊이의 합

③ 기둥 측면에서 보의 부재방향 축까지 수직거리 중 작은 값의 두 배

선형절차 또는 비선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5.4.4.1과 5.4.4.2의

모델링 변수와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 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부재별 성능은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5.4.4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5.4.4.1 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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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분류하며 각각에 대한 절차를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어떤 층 기둥의 평균 DCR값이 동일 층에 위치한 보의 평균 DCR값을

초과하거나, 1 또는 건물 전체 기둥의 m 계수의 절반 중 큰 값을

초과하면 해당 층은 약층으로 구분된다. 이때 평균 DCR은 식 (4.2.2)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약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층의 2차부재까지 포함하여

평균 DCR 값을 반복하여 검토한다. 만약 해당 층 수직재의 평균 DCR

값이 2를 초과하며 해당층 수평부재의 평균 DCR 값보다 클 경우, 해당

구조물은 비선형절차를 따라 재해석을 수행하거나 약층을 제거하기 위한

보강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수준별 1,

2차 부재의 m 계수는 각각 표 5.4.3, 표 5.4.4, 표 5.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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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m 계수1)

성능 수준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2)

 ′ 횡보강근
3)  4)

≤0.0 C ≤0.25 3 6 7 6 10

≤0.0 C ≥0.5 2 3 4 3 5

≥0.5 C ≤0.25 2 3 4 3 5

≥0.5 C ≥0.5 2 2 3 2 4

≤0.0 NC ≤0.25 2 3 4 3 5

≤0.0 NC ≥0.5 1.25 2 3 2 4

≥0.5 NC ≤0.25 2 3 3 3 4

≥0.5 NC ≥0.5 1.25 2 2 2 3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2)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1.25 1.5 1.75 3 4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1.25 1.5 1.75 2 3

정착 혹은 철근 이음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2)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1.25 1.5 1.75 3 4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1.25 1.5 1.75 2 3

보-기둥 접합부의 정착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2)

2 2 3 3 4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철근콘크리트보의 파괴모드를 고려하였을 때 복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불리한 값

을 사용

3) 소성힌지 영역에서 내진갈고리를 가진 후프 철근의 간격이  이하이고 후프 철근에 의

한 강도 ()가 전체전단강도의 3/4 이상이면 ‘C’으로 판단하며, 그 외에는 ‘NC’로 

판단함 

4) 는 한계상태해석을 통해 산정된 전단력

표 5.4.3 철근콘크리트 보의 m 계수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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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m 계수1)

성능 수준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거주가능

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그룹 i: 휨 파괴
2)


3)
  

≤0.1 ≥0.006 2 2.5 3 4 5

≥0.6 ≥0.006 1.25 1.8 1.9 1.9 2

≤0.1 ≤0.002 2 2 2.6 2.6 3

≥0.6 ≤0.002 1.1 1.1 1.2 1.2 1.4

그룹 ii: 휨 항복 후 전단 파괴2)


3)
   

4)

≤0.1 ≥0.006 ≤0.25 2 2.5 3 4 5

≤0.1 ≥0.006 ≥0.5 2 2 2.5 4 5

≥0.6 ≥0.006 ≤0.25 1.25 1.8 1.9 1.9 2

≥0.6 ≥0.006 ≥0.5 1.25 1.5 1.6 1.6 1.8

≤0.1 ≤0.0005 ≤0.25 1.2 1.3 1.4 1.4 1.6

≤0.1 ≤0.0005 ≥0.5 1 1 1.1 1.1 1.2

≥0.6 ≤0.0005 ≤0.25 1 1 1.1 1.1 1.2

≥0.6 ≤0.0005 ≥0.5 1 1 1 1 1

그룹 iii: 전단 파괴
2)


3)
  

≤0.1 ≥0.006 1 1 1 4 5

≥0.6 ≥0.006 1 1 1 1.6 1.8

≤0.1 ≤0.002 1 1 1 1.1 1.2

≥0.6 ≤0.002 1 1 1 1 1

그룹 iv: 부착 파괴 혹은 이음부 파괴
2)


3)
  

≤0.1 ≥0.006 1 1 1 4 5

≥0.6 ≥0.006 1 1 1 1.6 1.8

≤0.1 ≤0.002 1 1 1 1.1 1.2

≥0.6 ≤0.002 1 1 1 1 1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5.4.2(2)에 따라 기둥의 파괴모드별 그룹 i, ii, iii 결정

3)  인 기둥부재의 경우, 보다 작은 간격으로 135도 갈고리 후프 철근이 배근되

어 있고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가 전체전단강도의 3/4 이상인 기둥이 아닌 경우 m 

계수는 모든 성능수준에서 동일하게 1로 본다. 여기서 는 부재의 작용축력 혹은 한계상

태해석을 통해 구한 축력이다. 

4) 는 한계상태해석을 통해 산정된 전단력

표 5.4.4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m 계수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29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m 계수1)

성능 수준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내부접합부(그림 5.4.2에 따라 분류됨)


2)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3)

≤0.1 ≤ ≤1.2 1 1 1 3 4

≤0.1 ≤ ≥1.5 1 1 1 2 3

≥0.4 ≤ ≤1.2 1 1 1 3 4

≥0.4 ≤ ≥1.5 1 1 1 2 3

≤0.1 > ≤1.2 1 1 1 2 3

≤0.1 > ≥1.5 1 1 1 2 3

≥0.4 > ≤1.2 1 1 1 2 3

≥0.4 > ≥1.5 1 1 1 2 3

그 외 접합부(그림 5.4.2에 따라 분류됨)


2)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3)

≤0.1 ≤ ≤1.2 1 1 1 3 4

≤0.1 ≤ ≥1.5 1 1 1 2 3

≥0.4 ≤ ≤1.2 1 1 1 3 4

≥0.4 ≤ ≥1.5 1 1 1 2 3

≤0.1 > ≤1.2 1 1 1 2 3

≤0.1 > ≥1.5 1 1 1 2 3

≥0.4 > ≤1.2 1 1 1 1.5 2

≥0.4 > ≥1.5 1 1 1 1.5 2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는 한계상태해석을 통해 산정된 접합부 상부 기둥의 축력, 는 접합부 전체 단면적

3) 는 작용전단력, 은 접합부의 전단강도

표 5.4.5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m 계수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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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비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서 철근콘크리트 부재별 비선형 거동은 표

5.4.6. ~ 표 5.4.8의 모델링 변수에 따라 모델링한다.

(1) 보와 기둥 부재의 변형은 소성힌지부의 회전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소성회전각은 표 5.4.6와 표 5.4.7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2) 보-기둥 접합부의 변형은 접합부의 전단변형(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단변형각은 표 5.4.8를 이용하여 정의한다.

(3) 표 5.4.6, 표 5.4.7, 표 5.4.8에서 제시하지 않는 부재 혹은 비선형 능력은

실험 또는 검증된 해석절차를 통해 산정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허리벽 및 조적채움벽이 함께 사용된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기둥 부재의 능력은 이 요령의 “제6장 조적조 및

조적채움벽”에 정의된 모델링 변수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비선형해석후 변형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성능점에서 부재의

비선형변형량과 표 5.4.6. ~ 표 5.4.8에 제시된 허용기준과과의 비교를 통해

판정한다. 힘지배거동의 만족여부는 4.3.8의 (2)에 따라 판정한다.

5.4.4.2 비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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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1)

허용기준
1)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

비

성능수준

a b c
거주가

능

인명안

전

붕괴방

지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2)

 ′ 횡보강근3) 
4)

≤0.0 C ≤0.25 0.025 0.05 0.2 0.010 0.025 0.05

≤0.0 C ≥0.5 0.02 0.04 0.2 0.005 0.02 0.04

≥0.5 C ≤0.25 0.02 0.03 0.2 0.005 0.02 0.03

≥0.5 C ≥0.5 0.015 0.02 0.2 0.005 0.015 0.02

≤0.0 NC ≤0.25 0.02 0.03 0.2 0.005 0.02 0.03

≤0.0 NC ≥0.5 0.01 0.015 0.2 0.0015 0.01 0.015

≥0.5 NC ≤0.25 0.01 0.015 0.2 0.005 0.01 0.015

≥0.5 NC ≥0.5 0.005 0.01 0.2 0.0015 0.005 0.01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2)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0.003 0.02 0.2 0.0015 0.01 0.02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0.003 0.01 0.2 0.0015 0.005 0.01

정착 혹은 철근 이음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2)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0.003 0.02 0.0 0.0015 0.01 0.02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0.003 0.01 0.0 0.0015 0.005 0.01

보-기둥 접합부의 정착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2)

0.015 0.03 0.2 0.01 0.02 0.03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철근콘크리트보의 파괴모드를 고려하였을 때 다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불리한 

값을 사용

3) 소성힌지 영역에서 내진갈고리를 가진 후프 철근의 간격이  이하이고 후프 철근에 

의한 강도 ()가 전체전단강도의 3/4 이상이면 ‘C’으로 판단하며, 그 외에는 ‘NC’

로 판단함 

4) 는 비선형정적해석 또는 비선형동적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전단력

표 5.4.6 철근콘크리트 보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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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1)

허용기준
1)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

비

성능수준

a b c
거주가

능

인명안

전

붕괴방

지

그룹 i: 휨 파괴
2)


3)
  

≤0.1 ≥0.006 0.035 0.060 0.2 0.005 0.045 0.060

≥0.6 ≥0.006 0.010 0.010 0.0 0.003 0.009 0.010

≤0.1 =0.002 0.027 0.034 0.2 0.005 0.027 0.034

≥0.6 =0.002 0.005 0.005 0.0 0.002 0.004 0.005

그룹 ii: 휨 항복 후 전단 파괴
2)


3)
   

4)

≤0.1 ≥0.006 ≤0.25 0.032 0.060 0.2 0.005 0.045 0.060

≤0.1 ≥0.006 ≥0.5 0.025 0.060 0.2 0.005 0.045 0.060

≥0.6 ≥0.006 ≤0.25 0.010 0.010 0.0 0.003 0.009 0.010

≥0.6 ≥0.006 ≥0.5 0.008 0.008 0.0 0.003 0.007 0.008

≤0.1 ≤0.0005 ≤0.25 0.012 0.012 0.2 0.005 0.010 0.012

≤0.1 ≤0.0005 ≥0.5 0.006 0.006 0.2 0.004 0.005 0.006

≥0.6 ≤0.0005 ≤0.25 0.004 0.004 0.0 0.002 0.003 0.004

≥0.6 ≤0.0005 ≥0.5 0.0 0.0 0.0 0.0 0.0 0.0

그룹 iii: 전단 파괴
2)


3)   

≤0.1 ≥0.006 0.0 0.060 0.0 0.0 0.045 0.060

≥0.6 ≥0.006 0.0 0.008 0.0 0.0 0.007 0.008

≤0.1 ≤0.0005 0.0 0.006 0.0 0.0 0.005 0.006

≥0.6 ≤0.0005 0.0 0.0 0.0 0.0 0.0 0.0

그룹 iv: 부착 파괴 혹은 이음부 파괴
2)


3)
  

≤0.1 ≥0.006 0.0 0.060 0.4 0.0 0.045 0.060

≥0.6 ≥0.006 0.0 0.008 0.4 0.0 0.007 0.008

≤0.1 ≤0.0005 0.0 0.006 0.2 0.0 0.005 0.006

≥0.6 ≤0.0005 0.0 0.0 0.0 0.0 0.0 0.0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5.4.2(2)에 따라 기둥의 파괴모드별 그룹 i, ii, iii 결정

3)  인 기둥부재의 경우, 보다 작은 간격으로 135도 갈고리 후프 철근이 배근

되어 있고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가 전체전단강도의 3/4 이상인 기둥이 아닌 경우 

소성회전능력은 모든 성능수준에서 동일하게 0로 본다. 여기서 는 지진력과 수직하중

에 의해 부재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축력이다. 

4) 는 비선형정적해석 또는 비선형동적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전단력

표 5.4.7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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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1) 허용기준1)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

비

성능수준

a b c
거주가

능

인명안

전

붕괴방

지

내부접합부(그림 5.4.2에 따라 분류됨)


2)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3)

≤0.1 ≤ ≤1.2 0.015 0.03 0.2 0.0 0.02 0.03

≤0.1 ≤ ≥1.5 0.015 0.03 0.2 0.0 0.015 0.02

≥0.4 ≤ ≤1.2 0.015 0.025 0.2 0.0 0.015 0.025

≥0.4 ≤ ≥1.5 0.015 0.02 0.2 0.0 0.015 0.02

≤0.1 > ≤1.2 0.005 0.02 0.2 0.0 0.015 0.02

≤0.1 > ≥1.5 0.005 0.015 0.2 0.0 0.01 0.015

≥0.4 > ≤1.2 0.005 0.015 0.2 0.0 0.01 0.015

≥0.4 > ≥1.5 0.005 0.015 0.2 0.0 0.01 0.015

그 외 접합부(그림 5.4.2에 따라 분류됨)


2)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3)

≤0.1 ≤ ≤1.2 0.01 0.02 0.2 0.0 0.015 0.02

≤0.1 ≤ ≥1.5 0.01 0.015 0.2 0.0 0.01 0.015

≥0.4 ≤ ≤1.2 0.01 0.02 0.2 0.0 0.015 0.02

≥0.4 ≤ ≥1.5 0.01 0.015 0.2 0.0 0.01 0.015

≤0.1 > ≤1.2 0.005 0.01 0.2 0.0 0.0075 0.01

≤0.1 > ≥1.5 0.005 0.01 0.2 0.0 0.0075 0.01

≥0.4 > ≤1.2 0.0 0.0075 0.0 0.0 0.005 0.0075

≥0.4 > ≥1.5 0.0 0.0075 0.0 0.0 0.005 0.0075

1)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여 산정

2) 는 한계상태해석을 통해 산정된 접합부 상부 기둥의 축력, 는 접합부 전체단면적

3) 는 비선형정적해석 또는 비선형동적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전단력, 은 접합부의 전

단강도

표 5.4.8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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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직사각형 전단벽 및 분절벽체는 등가의 보-기둥요소나 벽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2) 등가의 보-기둥요소와 인접 벽체 또는 인접 골조 부재 사이의 접합부는

각각 패널존 또는 벽체 중심선과 인접부재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3) 벽요소를 사용할 경우 자유도의 적합성을 위해 가상의 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비선형 휨거동은 벽체 단면의 힘-변형 관계 또는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하는 섬유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섬유요소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섬유는 벽체 하나 당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단거동은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선형으로 모델링할

경우 표 5.3.1의 전단탄성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선형으로 모델링할

경우 적절한 전단 응력-변형률 관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력거동을

정의할 때 에너지소산면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원점지향(origin-oriented)

모델 또는 그보다 에너지소산 면적이 더 작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6) 휨 거동을 섬유요소로 나타낼 경우 층간의 곡률변화가 크지 않은

전단벽은 층당 하나의 벽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곡률변화가

큰 1층 벽체의 경우 수직으로 최소한 2개 이상의 벽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7) 병렬전단벽의 연결보는 일반 보가 아닌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벽체의 유효강성은 표 5.3.1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거나, 재료특성, 부재치수,

배근량, 경계조건, 균열 및 응력 상태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5.5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구조

5.5.1 일반사항

5.5.2 강성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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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전단벽의 강도는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5장 콘크리트 구조”를

따른다.

(2) 대부분의 경우 전단벽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은 낮으므로 압축력의 평가는

생략하고 휨모멘트 강도와 전단강도만을 검토할 수 있다.

(3) 전단벽의 휨모멘트 강도는 기둥과 동일하게 축력-모멘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직사각형 단면의 벽체의 휨강도는 식 (5.5.1)과 같은

약산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5.1)

여기서,

 : 벽체단면의 길이

(4)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콘크리트 및 전단보강근의 기여분의 합으로 산정한다. 다만 높이-길이비

가 2.0 이하이고 벽체 단부에 기둥이 있는 바벨형 단면, 또는

플랜지가 있는 단면을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ASCE/SEI 43-05, 2005).

   (5.5.6)

   




 ≤ (5.5.7)

  (5.5.8)

여기서,

 :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  : 각각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철근비

A, B : 표 5.5.1에 따른다.

5.5.3 강도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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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형상비  

 ≤  1 0

 ≤  ≤    

 ≥  0 1

표 5.5.1 철근비의 A와 B

(6) 연결보의 공칭 휨강도 및 전단강도는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21.6에

따라 산정한다.

(1) 벽체는 휨이 지배하는 벽체 또는 전단이 지배하는 벽체로 분류하여

모델링한다.

① 지배적 작용은 특정한 지배적 작용을 가정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가정의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높이-길이비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② 높이-길이비   인 벽체는 휨지배 거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높이-길이비   인 벽체는 전단지배 거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분절벽체의 경우에 양단부에서 휨 항복 이전에 전단파괴 선행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선형절차 또는 비선형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각각 5.5.4.1과 5.5.4.2의

모델링 변수와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또는

분절벽체는 4.1.6의 표 4.3.1에 따라 변형지배와 힘지배 부재로 분류하여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단, 횡방향 철근비가 0.0015

미만인 경우, 벽체는 힘지배 부재로 간주한다.

(1)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만족 여부는 4.2.8의 식 (4.2.14)에 따라서

판정한다. 힘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만족여부는 4.2.8의 식 (4.2.15)에 따라

5.5.4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5.5.4.1 선형절차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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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판정한다. 부재의 m 계수는 표 5.5.2 및 표 5.5.3과 같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벽체의 변형지배, 힘지배는 5.5.4 (1)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전단벽과 분절벽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은 휨모멘트강도를 이용해서

결정한다. 캔틸레버처럼 거동하는 전단벽은 벽체 전체 높이에 걸쳐

등분포로 횡하중이 작용 한다는 가정 하에, 벽체 하단의 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요구되는 횡하중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을 최대 전단력으로

결정한다. 분절벽체의 경우에는 양 단부에서 각각 정, 부 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발생되는 전단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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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조건

m 계수
1)

거주가

능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

전

붕괴방

지

인명안

전

붕괴방

지

1.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전단벽 요소

특수경계

요소의 

유무

배근상태와 

축력비
2)

작용 

전단력의 

비율3)

있음

0.1 이하
0.33 이하 2 4 6 6 8

0.5 이상 2 3 4 4 6

0.25 이상
0.33 이하 1.5 3 4 4 6

0.5 이상 1.25 2 2.5 2.5 4

없음

0.1 이하
0.33 이하 2 2.5 4 4 6

0.5 이상 1.5 2 2.5 2.5 4

0.25 이상
0.33 이하 1.25 1.5 2 2 3

0.5 이상 1.25 1.5 1.75 1.75 2

2.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연결보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4)

0.25 이하 2 4 6 6 9

0.5 이상 1.5 3 4 4 7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4)

0.25 이하 1.5 3.5 5 5 8

0.5 이상 1.2 1.8 2.5 2.5 4

대각선배근 N.A. 2 5 7 7 10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배근상태와 축력비는 

  ′ 
로 평가한다.

3) 작용 전단력의 비율은   로 평가한다.

4) 내진상세 단면과 비내진상세 단면의 판단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0520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의 규정에 따른 횡보강근의 만족 여부에 따른다.

표 5.5.2 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m 계수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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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조건

m 계수
1)

거주가

능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

전

붕괴방

지

인명안

전

붕괴방

지

1.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2) : 전단벽 요소

배근상태와 

축력비3)

작용 전단력의 

비율4)

0.05 이하 2 2.5 3 4.5 6

0.05 초과 1.5 2 3 3 4

2.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2)

: 연결보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5)

0.25 이하 1.5 3 4 4 6

0.5 이상 1.2 2 2.5 2.5 3.5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5)

0.25 이하 1.5 2.5 3 3 4

0.5 이상 1.2 1.2 1.5 1.5 2.5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축력은  이하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중지배 부재로 간주한다.

3) 배근상태와 축력비는 

  ′ 
로 평가한다.

4) 작용 전단력의 비율은   로 평가한다.

5) 내진상세 단면과 비내진상세 단면의 판단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0520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의 규정에 따른 횡보강근의 만족 여부에 따른다.

표 5.5.3 전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m 계수

(1) 전단벽, 분절벽체, 연결보의 해석을 위한 소성힌지의 힘-변위 관계는 그림

4.3.1에 따른다.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부재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은 표 5.5.4, 표 5.5.5와 같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섬유요소로 모델링한 부재는 5.3.4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다.

(2) 휨에 의해 지배되는 전단벽과 분절벽체의 힘-변형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4.3.1(a)에서 변형을 나타내는 횡축은 그림 5.5.1에 정의된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회전각으로 한다. 그림 4.3.1(a)에서 항복점에 해당되는 B점의

소성힌지 회전각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고, C, D, E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a, b, c는 표 5.5.4에 따른다.

5.5.4.2 비선형절차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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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5.5.8)

여기서,

 : 전단벽 또는 분절벽체의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해 산정한

항복모멘트강도

 : 벽체의 유효휨강성

 : 가정된 소성힌지 길이

소성힌지 길이는 휨변형에 상응하는 부재 춤의 1/2로 하되 전단벽은 한

층의 층고, 분절벽체는 요소 길이의 50% 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 5.5.1 휨 지배 벽체의 소성힌지 회전각

(3)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전단벽과 분절벽체에는 그림 4.3.1(c)의 하중-변형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서 횡축은 횡변형비(lateral drift ratio)로

한다. 대안으로서 그림 4.3.1(b)의 하중-변형 관계가 허용되며, 여기서

횡축은 마찬가지로 횡변형비로 한다. 벽체의 횡변형비는 전단벽의

경우에는 층간변위비, 분절벽체의 경우에는 부재의 상대변위비로 한다.

그림 4.3.1(b), (c)의 B, C, D, E, F 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d, e, f, g,

c의 값은 표 5.5.5에 따른다.

(4) 연결보의 경우에는 그림 4.3.1(b)의 하중-변형 관계를 사용하며, 여기서

횡축은 그림 5.5.2에 정의된 현회전각(chord rotation angle)으로 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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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4.3.1(b)의 C, D, E 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d, e, c의 값은 표 5.5.4 및

표 5.5.5에 따른다.

그림 5.5.2 전단벽 연결보의 현회전각 그림 5.5.3 전단 지배 벽체의 층간변위

(5) 비선형동적절차 적용시 전단벽과 분절벽체의 전체 이력거동은 실험에

근거하여 입증된 속성을 사용하여 모델링 되어야 하며, 그림 4.3.1의

일반화된 포락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하 및 재하 강성, 강도 및 핀칭

현상에 대해 모델링 대상의 벽 요소와 유사한 벽체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관찰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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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1) 허용기준
1)

(소성회전각, rad)

소성회전각

(rad.)

잔류

강도비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a b c

1. 전단벽

특수경

계요소

의 유무

배근상태와 

축력비
2)

작용 

전단력의 

비율
3)

있음

0.1 이하
0.33 이하 0.015 0.020 0.75 0.005 0.015 0.020

0.5 이상 0.010 0.015 0.40 0.004 0.01 0.015

0.25 이상
0.33 이하 0.009 0.012 0.60 0.003 0.009 0.012

0.5 이상 0.005 0.010 0.30 0.0015 0.005 0.01

없음

0.1 이하
0.33 이하 0.008 0.015 0.60 0.002 0.008 0.015

0.5 이상 0.006 0.010 0.30 0.002 0.006 0.01

0.25 이상
0.33 이하 0.003 0.005 0.25 0.001 0.003 0.005

0.5 이상 0.002 0.004 0.20 0.001 0.002 0.004

2. 연결보 d e c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4)

0.25 이하 0.025 0.05 0.75 0.01 0.025 0.05

0.5 이상 0.02 0.04 0.5 0.005 0.02 0.04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4)

0.25 이하 0.02 0.035 0.5 0.006 0.02 0.035

0.5 이상 0.01 0.025 0.25 0.005 0.01 0.025

대각선배근 n.a. 0.03 0.05 0.8 0.006 0.03 0.05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배근상태와 축력비는 

  ′ 
로 평가한다.

3) 작용 전단력의 비율은   로 평가한다.

4) 내진상세 단면과 비내진상세 단면의 판단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0520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의 규정에 따른 횡보강근의 만족 여부에 따른다.

표 5.5.4 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비선형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43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1) 허용 전체횡변형각
1)

(%) 

또는 현회전각
1)

(rad)

배근상태와 

축력비2)

작용 

전단력의 

비율
3)

전체횡변형각(%) 

혹은 

전체회전각(rad.)

잔류

강도비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d e g c f

1. 전단벽
4)

0.05 이하 - 1.0 2.0 0.4 0.2 0.6 0.40 1.5 2.0

0.05 초과 - 0.75 1.0 0.4 0.0 0.6 0.40 0.75 1.0

2. 연결보4)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5)

0.25 이하 0.02 0.03 - 0.6 - 0.006 0.02 0.03

0.5 이상 0.016 0.024 - 0.3 - 0.005 0.016 0.024

비내진상세단면

인 경우
5)

0.25 이하 0.012 0.025 - 0.4 - 0.006 0.01 0.02

0.5 이상 0.008 0.014 - 0.2 - 0.004 0.007 0.012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배근상태와 축력비는 

  ′ 
로 평가한다.

3) 작용 전단력의 비율은   로 평가한다.

4) 축력은  이하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중지배 부재로 간주한다.

5) 내진상세 단면과 비내진상세 단면의 판단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0520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의 규정에 따른 횡보강근의 만족 여부에 따른다.

표 5.5.5 전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비선형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1) 이형 직선철근, 갈고리 철근, 겹침이음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의

“0508 정착 및 이음”에 제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철근의 저항성능은 아래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서 산정한다.

① 이형 직선철근, 갈고리 철근, 겹침이음 시 철근의 저항능력은 식 (5.6.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5.6.1)

5.6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추가, 수정]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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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기서,

 : 실제 정착길이

 : 소요 정착길이

 : 설계기준항복강도

단, 철근의 재료 기대강도나 공칭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횡보강근이 유효 춤의 1/3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되어 있지 아니하면,

요구연성도 또는 DCR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근의

항복강도가 1.0에서 0.2로 저하된다고 가정하여 사용한다.

② 철근의 묻힘길이가 순피복두께를 포함하여 3 이상인 절단된 이형

직선철근의 저항성능은 식 (5.6.2)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5.6.2)

여기서,

 : 철근의 묻힘길이

가  이하이며 설계하중으로부터 계산된 철근의 응력이 를

초과하는 경우, 요구연성도 또는 DCR이 2.0에 도달하였을 때 철근의

최대 응력이 1.0에서 0.2로 저하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보-기둥

접합부 내부에서 하단근 묻힘길이가 짧은 보부재의 휨강도는 식 (5.6.2)의

철근 응력 제한치를 고려하여 구한다.

(2) 내진보강에 의해 추가된 다우얼철근의 항복강도는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15.2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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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이 절에서는 조적채움벽이 사용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조사 항목, 검토사항, 성능수준의 판정, 재료강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적채움벽이 사용된 골조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조적채움벽의 위치, 치수,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조적채움벽의 지압파괴, 면내 파괴 및

면외전도 뿐 아니라 조적채움벽의 효과에 의한 인접골조 기둥의

인장파괴, 압축 파괴. 전단파괴 및 및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파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조적채움벽의 파괴는 건물 내의 거주자의 인명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적채움벽이 파괴될 경우 인명안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전체 건물의 붕괴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붕괴방지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조적채움벽의 면내 강성과 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6.1.5에 따라 면외

전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조적채움벽구조와 조적조

6.1 조적채움벽 골조

6.1.1 일반사항

해설

(1) 일반적으로 조적채움벽은 구조설계 시 비구조재로 분류되어 설계도서에 자

세히 나타나 있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으나 골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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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6.1.1.2 재료 시험

채움벽을 구성하는 조적조 재료의 역학적 특성은 재료시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적조 프리즘에 대해서 압축강도, 탄성계수,

휨인장강도 및 전단강도 등의 재료시험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수평줄눈에

대한 전단강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조적조 강도 및 강성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속성의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적 프리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①건축구조기준의 0603.4.5 기시공된 조적조의 프리즘시험

②ASTM C1314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Masonry Prisms (해그림 6.1.1)

(2) 휨인장강도

①ASTM C1072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Masonry

Flexural Bond Strength (해그림 6.1.2)

② ASTM E518 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Bond Strength of

Masonry (해그림 6.1.3)

(3) 전단강도 : ASTM E519 Standard Test Method for Diagonal Tension

(Shear) in Masonry Assemblages (해그림 6.1.4)

(4) 수평줄눈 전단강도 : ASTM C1531 Standard Test Methods for In Situ

Measurement Of Masonry Mortar Joint Shear Strength Index

압축강도는 등가스트럿 강성의 계산과 지압강도 계산에 필요하며, 조적개체

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부착하는 모르타르 강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그림

6.1.1과 같이 조적조 프리즘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탄성계수는

압축강도시험 결과에서  ′과  ′사이의 할선강선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압축강도에 경험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휨인장강도는 조적 채움벽의

전도 검토에 필요한 속성으로서 보 형태의 시험체를 만들어서 휨모멘트를

가한다. 전단강도는 사인장전단강도라고도 하며, 프리즘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력하여 구한다. 마지막으로 수평줄눈 전단강도는 수평줄눈에 평행하게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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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가력하는 경우의 전단강도로서 미끄러짐 전단강도 산정에 적용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적조 채움벽에 다양한 마감이 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고 조적조 재료의 시편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6.1.1.3에서 제시하는 재료특성의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그림 6.1.1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ASTM C1314)

해그림 6.1.2 휨인장강도-Bond wrench test (ASTM C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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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그림 6.1.3 휨인장강도 (ASTM E518)

해그림 6.1.4 사인장 전단 시험       

(ASTM E519)

   
해그림 6.1.5 모르타르 수평줄눈 전단강도 

현장시험 (ASTM C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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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재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표 6.1.1에 제시된 공칭강도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평균 재료강도는 설계기준강도의 1.3배이다.

(3) 현장조사에 의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표 6.1.1에서 조적의 상태는

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하여 각각 ‘불량’과 ‘양호’를 적용한다.

(4) 표 6.1.1에 제시된 조적의 상태에 관한 판정 기준을 대신하여, 현장조사

에서 확인된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을 다음에 따라 조적의 상태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다.

① 벽면 전체의 양쪽 면에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이 있는 경우 조적의 상

태를 ‘양호’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벽면 전체의 한쪽 면에만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이 있는 경우 조적의

상태를 ‘보통’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조적채움벽과 골조 사이에 틈새가 없고 벽면 전체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별도의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타르 마감을 조적

채움벽의 강성 및 강도 산정에 산입할 수 없다.

(5) 조적조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의 관계는 표 6.1.2와 같다.

조적의 상태 양호
1)

보통
2)

불량
3)

설계기준 압축강도 6.2 4.1 2.1

설계기준 인장강도 0.14 0.07 0

설계기준 

전단강도

수평 및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19 0.14 0.09

수평 및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0.076 0.055 0.035

1) 조적개채와 줄눈에 열화가 나타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이 없는 경우

2) 조적개채와 줄눈에 열화가 나타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3) 조적개채 또는 줄눈에 열화가 나타나거나 또는 심각한 균열이 있는 경우

표 6.1.1 조적채움벽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 (MPa)

6.1.1.3 재료 특성 기본값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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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종류 탄성계수

탄성계수   ′    (MPa)     

전단탄성계수      (MPa)

표 6.1.2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해설

(1) 조적조의 재료 특성은 조적공의 시공방법, 모르타르에 첨가된 물의 양,

조적의 쌓기 방식 등 많은 변인에 의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의

실험연구에 따르면 이원호 등의 연구1)에서 압축강도의 범위는 4~12MPa이며,

김희철 등의 연구2)에서는 4.6~12MPa로 나타나 있다. 구조안전성향상기술

연구단의 연구에서 수행한 재료시험의 결과에서는 채움상태가 좋을 경우 평균

6MPa, 채움상태가 나쁠 경우(50 % 정도 충전 시) 3.56MPa로 나타났다.

ASCE 41-06에서 조적조의 공칭압축강도는 재료의 상태에 따라, 6.2MPa,

4.1MPa, 2.1MPa가 제시되어 있다. ASCE 41-13에서는 기본값으로 4.1MPa를

제시하고 있으나 재료상태에 따른 변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조적조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재료특성의 변동이 크고 또한 시간에 따른 열화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국내의 실험결과는 모두 실험실 조건에서 양생이 끝난 후

측정한 강도로 실제 구조물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ASCE 41-06의 공칭압축강도를 기대강도로 환산하면 국내 실험 결과 중

최대치인 12MPa 와 최소치 3.56MPa의 68 % ~ 77 %에 해당하므로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요령에서는 ASCE 41-06에서 제시한

기본값을 채택하였다.

(3) 채움벽골조에서 채움벽은 지진하중의 일부를 부담하나 이를 전단력의

형태로 인접 골조에 전달하여 기둥의 전단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높은

재료강도가 반드시 우수한 내진성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재료강도를 사용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장조사에 의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채움벽의 조적

상태는 ‘불량’, 기둥의 전단파괴를 유발하는 허리벽의 조적 상태는 ‘양호’를 각각

적용한다.

(4) 포항지진(2017)에서 피해를 입은 학교 건물의 조적채움벽 시편 시험을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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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골조사이에 존재하는 비보강 조적채움벽은 다음과 같이 폭 를 가지는 등가

대각압축가새로 모델링될 수 있다. 등가 대각압축가새의 두께와 탄성계수는

‘4.3.2.3 조적내력벽체의 부재강도’에 기술된 조적조 벽체의 경우와 동일하다.

                  (4.2.8)

여기서,

 






∞sin

 = 채움벽 상하보의 중심선까지의 기둥높이

∞ = 채움벽의 높이

 = 골조 재료의 탄성계수

 = 채움벽 재료의 탄성계수

 = 기둥의 단면이차모멘트

∞ = 채움벽의 길이

∞ = 채움벽의 대각길이

∞ = 채움벽의 두께

4.2.7.2 조적채움벽의 유효강성

(1) 채움벽을 대각선 방향의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

등가스트럿은 축방향 강성만을 갖는 요소로 모델링하며, 채움벽의 횡변형,

횡하중, 횡강성과 등가스트럿의 축변형, 축하중, 축강성 사이의 관계는 식

(6.1.1)~(6.1.3)과 같다.

∙cos (6.1.1)

cos


(6.1.2)

 
cos


(6.1.3)

여기서,

 : 등가스트럿의 축변형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

 : 등가스트럿의 축하중

 : 조적채움벽의 횡하중

 : 등가스트럿의 축강성

토대로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이 있는 벽체의 강도가 양호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모르타르 마감 내부의 줄눈 상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모르타르 마감은 조적개체 간 일체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만

고려하고 그 두께는 조적채움벽의 강도 및 강성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 경우에는 실험결과에 따를 수 있다.

(5) 공칭탄성계수 식은 ASCE 41 및 UBC 등의 산정식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행한 실험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요령에서는 구조안전성향상기술 연구단

실험결과를 통해 도출된 수식을 사용하였다.

6.1.2 강성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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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tan
  ∞∞ 

이다.

등가대각압축가새는 그림 4.2.1과 같이 인접한 골조에 의해 양쪽에서 구속을

받을 경우에만 예상되는 구속력의 방향과 동일하게 모델링한다. 조적벽체의

한쪽에만 골조와 접하는 경우는 등가대각압축가새로 치환할 수 없다.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

 : 등가스트럿의 경사각으로서 그림 6.1.1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결정

tan 


(6.1.4)

(2)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채움벽의 탄성 횡강성은

채움벽을 수직 캔틸레버로 치환 시 휨변형과 전단변형을 모두 고려한

강성으로 가정하며, 식 (6.1.5)에 의해 산정하고, 식 (6.1.3)에 의해

등가스트럿 강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

 










(6.1.5)

여기서,

 



(6.1.6)

 


(6.1.7)

여기서,

: 등가 캔틸레버거동에 의한 기둥의 조적채움벽의 휨강성

: 등가 캔틸레버거동에 의한 기둥의 조적채움벽의 전단강성

 : 조적채움벽의 순높이

: 채움벽의 단면적

 : 조적채움벽의 단면이차모멘트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실험에 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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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표 6.1.2에 따라 산정

: 조적조의 전단탄성계수. 실험에 의하지 않으면

표 6.1.2에 따라 산정

(3) 횡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된 이후 채움벽이

최대강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등가스트럿의 할선강성 는 다음 식

(6.1.8)에 의해 산정한다.

 


(6.1.8)

여기서,

  
   (6.1.9)

 






sin 







(6.1.10)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 기둥의 단면이차모멘트

 : 등가스트럿의 폭

 : 조적채움벽의 두께

 : 조적채움벽의 대각선 길이

(4) 개구부가 있는 채움벽의 강성은 채움벽을 분할하여 각각의 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식 (6.1.11)로 계산되는 감소율을 곱하여 저감한다.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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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여기서,

 : 개구부 면적

 : 개구부를 포함한 전체 채움벽의 면적

(5) 강성의 계산에는 재료속성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해설

조적채움벽은 반복가력 시 초기에는 주변 골조와 일체화되어 합성거동을

하다가 하중이 증가하면서 골조와 분리되어 압축을 받는 대각선 방향으로

스트럿 작용에 의해 횡하중에 저항한다. 조적채움벽의 반복가력 시 하중-변위

관계의 포락선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되어왔다. 조적채움벽 골조을 단순화된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한 다수의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횡변형에 의한 골조와

채움벽의 분리 시 발생하는 강성의 감소를 나타내기 위해 최대강도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이선형으로 모델링하고 최대강도 이후를 단일 음강성으로 나타내는

모델이 많이 사용되었다. Mainstone3)은 Stafford Smith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골조와 스트럿 접촉면적에 기초하여 식 (6.1.9)로 나타낼 수 있는 등가스트럿의

폭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최대강도 도달 시의 스트럿 폭이기 때문에

할선강성으로 적용되어 왔다. 반면에 ASCE 41-13에서는 최대강도 도달 시까지

강성이 일정하고 그 이후에는 잔류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하였으나

잔류강도 수준의 대표값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요령에서는 가력 초기 단계에서 골조와 일체화된 거동을 하다가 분리된

이후에는 압축 스트럿이 형성되는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 최대강도 도달

시까지는 이선형으로 모델링하고, 최대강도 도달 이후에는 잔류강도를 나타내기

위해 ASCE 41-13의 모델링 방식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요령에서

가정하고 있는 채움벽의 포락선은 횡하중과 횡변형을 기준으로 그림 6.1.2(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6.1.1)~(6.1.3을 통해서 그림 6.1.2(b)에 나타낸

등가스트럿의 축방향 하중-변형 관계로 변환할 수 있다.

(2)(3) 모르타르 마감 두께는 6.1.1.3(4)에 따라 조적채움벽의 면내 강성

산정(즉, 조적채움벽의 단면적  , 단면이차모멘트  , 두께  등)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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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 경우에는 실험결과에 따를 수 있다.

그림 6.1.1 등가스트럿 모델

(a) 조적채움벽의 횡하중-횡변형 관계

(b) 등가스트럿의 축하중-축변형 관계

그림 6.1.2 조적채움벽의 하중-변형 관계 포락선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내진성능평가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56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철근콘크리트 골조 혹은 철골모멘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변형지배

거동으로 조적채움벽강도시 사용되는 재료의 탄성계수 혹은 강도값은 모두

평균값을 사용한다.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 (4.3.15)에 의해 산정한다.

                ∈          (N) (4.3.15)

여기서,

=채움벽 수평방향의 모르타르 접합 혹은 그라우트 접합면의 순

면적 (mm2)

=조적채움벽의 평균전단응력 (MPa)

단, 는 다음 4.3.2.3절에서 주어지는 가로줄눈파괴(bed-joint sliding mode)

시 평균전단응력 를 초과할 수 없다.

조적채움벽과 인접해 있는 기둥은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의한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등가 대각압축가새의 힘의 중심이 채움벽의 상부와 하부에서 수직방향으

로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용할 때 등가 대각압축가새의 힘의 수평

성분

                cos


(4.3.16)

여기서,

                tan  

 cos

4.3.2.2 조적채움벽의 부재강도

(1) 철근콘크리트 골조 혹은 철골모멘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그림

6.1.2에서 ≥인 경우에 한하여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변형지배 거동에 해당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산정에 재료의 기대강도를

적용하고, 힘지배 거동에 해당되면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한다.

(2) 강도감소계수의 적용은 4.1.9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3)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 (6.1.12)에 의한 가로줄눈파괴 강도로

산정한다.

  (6.1.12)

여기서,

 : 채움벽 수평방향의 모르타르 접합 혹은 그라우트 접합면의

순면적

 : 조적채움벽의 전단응력으로서 변형지배 거동의 경우에 평균

줄눈전단강도 를 초과할 수 없고, 힘지배 거동의 경우에

설계기준 줄눈전단강도 을 초과할 수 없다.

는 재료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는 6.2.3(2)에 따라 결정하며, 은

6.2.3(2)에서  또는 를 3.3.2(2)에 따라 결정되는 설계기준강도로

대체하여 결정한다. 재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은 표 6.1.1의

설계기준 전단강도를 사용하며, 는 6.1.1.3(2)에 따라 결정한다.

(4)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 (6.1.13)에 의해 산정되는

대각균열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6.1.13)

6.1.3 강도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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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이가 만큼 감소된 기둥의 상부와 하부에서 평균모멘트강도가 발현

될 때 발생하는 전단력

단, 조적채움벽에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 식 (4.3.16)에 따라 계산되는 감소

된 기둥길이 는 개구부의 높이와 같아야 한다.

조적채움벽과 인접해 있는 보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의한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등가 대각압축가새의 힘의 중심이 채움벽의 상부와 하부에서 수평방향으

로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용할 때 등가 대각압축가새의 힘의 수직

성분

                 sin


(4.3.17)

여기서,

               tan  sin



2) 길이가 만큼 감소된 보의 양단에서 평균모멘트강도가 발현될 때 발생

하는 전단력

<신설>

여기서, 는 사인장 전단실험으로부터 구한 채움벽의

사인장전단강도이다. 실험치가 없을 경우 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식

(6.1.14)와 같이 산정한다.

  ′ (6.1.14)

해설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는 크게 가로줄눈파괴, 대각균열파괴, 모서리압괴,

대각압축파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로줄눈파괴는 상대적으로

수평줄눈이 취약하여 수평균열과 함께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파괴 유형이다.

대각균열파괴는 압축 스트럿이 형성되면서 그 직교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스트럿의 길이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서리압괴는

모서리에 집중되는 응력에 의해 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벽체가 약하고

골조가 강한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대각 압축파괴의 유형은 스트럿의

압축파괴로서 면외 하중에 의한 좌굴과도 연관이 있다. 이 요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압강도는 모서리압축파괴와 대각압축파괴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골조와 채움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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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식 (6.1.15)로 산정할 수 있는 채움벽의

지압강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움벽과 접촉하는 기둥과 보의 지압면적은

전체 길이의 1/3로 가정한다.

  ′
  (6.1.15)

여기서,

 ′ : 조적채움벽의 압축강도

 : 조적채움벽의 높이

 : 조적채움벽의 두께

(6) 식 (6.1.12), 식 (6.1.13) 및 식 (6.1.15)의 강도는 모두 횡하중에 대한

전단강도로서 조적채움벽을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식 (6.1.2)에

따라 축방향 압축강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골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 요령의 6.1.4.5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그림 6.1.6 조적채움파괴모드 (Aster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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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7) 표 6.1.1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을 사용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식 (6.1.12)에 의한 가로줄눈파괴 강도 를 제외하고 식

(6.1.13)의 대각균열강도와 식 (6.1.15)의 지압강도만을 사용하여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 및 등가스트럿의 축압축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 조적채움벽의 내부에 개구부가 없을 것

- 조적의 상태 평가가 ‘양호’일 것

- 인접 골조와 조적채움벽 사이에 틈새가 없을 것

- 면외방향 전도에 대하여 안전할 것 (6.1.5에 따라 검토)

해설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는 크게 가로줄눈파괴, 대각균열파괴, 모서리압괴,

대각압축파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로줄눈파괴는 상대적으로

수평줄눈이 취약하여 수평균열과 함께 슬라이딩이 발생하는 파괴 유형이다.

대각균열파괴는 압축 스트럿이 형성되면서 그 직교방향으로 인장응력이

작용하여 스트럿의 길이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모서리압괴는

모서리에 집중되는 응력에 의해 압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벽체가 약하고

골조가 강한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대각 압축파괴의 유형은 스트럿의

압축파괴로서 면외 하중에 의한 좌굴과도 연관이 있다. 이 요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압강도는 모서리압축파괴와 대각압축파괴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골조와 채움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골조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 요령의 6.1.4.5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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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적채움벽을 등가의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조적채움벽의 횡강성은 식 (6.1.5)에 따라 산정하며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할 경우에 식 (6.1.3)에 따라 축강성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채움벽은 식 (6.1.8)에 따른 할선강성을 적용하고, 허리벽은 초기강성을

적용하여 모델링한다.

(3) 벽체의 스트럿 작용은 실제로는 압축방향으로만 발생함을 고려하여 각

하중조합별로 압축력이 작용하는 스트럿의 방향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방향의 단일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4) 압축력이 작용하는 스트럿의 방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벽체의 두

대각선 방향 각각에 대하여 등가의 가새 요소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

가새의 횡방향 강성 및 강도는 각각 해당 벽체 횡방향 강성과 강도의

1/2로 가정한다.

(5) 허리벽에 의한 단주효과로 인접기둥의 파괴가 선행되는 경우에 허리벽의

면내방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허리벽과 기둥에서 허리벽에 의해

구속되는 부분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6) 6.1.1의 규정에 따라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된 조적채움벽의 m 계수는 표

6.1.3에 따른다.

(7) 채움벽에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m 계수는 표 6.1.4에 따른다.

해그림 6.1.6 조적채움파괴모드 (Asteris, 2011)

6.1.4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

6.1.4.1 선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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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세평가를 위한 철근콘크리트부재의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4.3.3 ~

표 4.3.8과 같다.

조건 목표성능수준별 m 계수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0.7미만

0.5 1.0 4.0 n.a.

1.0 1.0 3.5 n.a.

2.0 1.0 3.0 n.a.

0.7이상 1.3미만

0.5 1.5 6.0 n.a.

1.0 1.2 5.2 n.a.

2.0 1.0 4.5 n.a.

1.3이상

0.5 1.5 8.0 n.a.

1.0 1.2 7.0 n.a.

2.0 1.0 6.0 n.a.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는  이다. 

3. 채움벽의 길이-높이비는  이다. 

표 4.3.7 조적채움벽의 등가압축가새의 m 계수 

조건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
1 3 4 4 5

그 밖의 경우 1 1 1 1 1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부가 

없는 경우
3 4 5 5 6

그 밖의 경우 1 2 2 3 4

1. 접합부를 포함한 기둥 전체에 걸쳐 KBC2009 0520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 중 전단벽의 특수

경계요소에 요구되는 전단보강근의 3/4에 해당하는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전체높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로 본다. 

2. 하중이 방향이 역전되어 기둥이 압축과 인장모두를 받는 경우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검토한다. 

3. 선형보간하지 않는다. 

표 4.3.8 조적채움벽을 가진 철근콘크리트기둥의 m 계수

4.3.4.1 철근콘크리트 부재

조건 목표성능수준별 m 계수1)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2)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3)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0.7 미만

0.5 1.0 4.0 n.a.

1.0 1.0 3.5 n.a.

2.0 1.0 3.0 n.a.

0.7 이상 1.3 

미만

0.5 1.5 6.0 n.a.

1.0 1.2 5.2 n.a.

2.0 1.0 4.5 n.a.

1.3 이상

0.5 1.5 8.0 n.a.

1.0 1.2 7.0 n.a.

2.0 1.0 6.0 n.a.

표 6.1.3 조적채움벽의 m 계수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는 로 산정한다.

3) 채움벽의 길이-높이비는 로 산정한다.

조건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2)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
3) 1 3 4 4 5

그 밖의 경우 1 1 1 1 1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
2)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

부가 없는 경우
3 4 5 5 6

그 밖의 경우 1 2 2 3 4

1) 선형보간하지 않는다.

2) 하중의 방향이 역전되어 기둥이 압축과 인장모두를 받는 경우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검토한다.

3) 접합부를 포함한 기둥 전체에 걸쳐 건축구조기준 0520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 중 전단벽의

특수경계요소에 요구되는 전단보강근의 3/4에 해당하는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전체높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로 본다.

표 6.1.4 조적채움벽에 인접한 철근콘크리트기둥의 m 계수
1)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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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적채움벽을 등가의 비탄성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골조 혹은 철골모멘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3) 조적채움벽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은 층변형각을 사용하여 그림

6.1.2(a) 및 표 6.1.5와 같이 정의된다.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 시에는 식

(6.1.1) 및 (6.1.2)에 따라 그림 6.1.2(b)와 같이 축방향의 하중-변형 관계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4) 그림 6.1.2에서 는 6.1.3에서 정의하고 있는 ,  및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및  중

작은 값을 로 적용한다.

- 조적채움벽의 내부에 개구부가 없을 것

- 조적의 상태 평가가 ‘양호’일 것

- 인접 골조와 조적채움벽 사이에 틈새가 없을 것

- 면외방향 전도에 대하여 안전할 것 (6.1.5에 따라 검토)

(5) 각각의 스트럿은 압축에만 저항하고 인장에는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모델링한다.

(6) 벽체의 두 대각선 방향 각각에 대하여 등가의 스트럿 요소를 적용한다.

(7) 그림 6.1.2에서 잔류강도비 c는 채움벽의 경우에 0으로, 허리벽의 경우에

1로 본다. 별도의 실험이나 상세 구조해석에 의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8)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산정 시 골조의 강도로는 인접한 기둥의

전단강도를 사용한다.

(9) 조적채움벽에 인접한 기둥의 축압축 및 축인장 거동에 대한 모델링

파라메터는 표 6.1.6과 같이 산정한다.

6.1.4.2 비선형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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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파라메터 허용기준 (전체 변형률)

전체 변형률 잔류 
강도비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d e c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

0.02 0.04 0.4 0.003 0.015 0.02 0.03 0.04

그 밖의 경우 0.003 0.01 0.2 0.002 0.002 0.003 0.01 0.01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부가 

없는 경우

0.05 0.05 0 0.01 0.03 0.04 0.04 0.05

그 밖의 경우 각주 3 0.03 0.2 각주 3 0.02 0.03

1. 접합부를 포함한 기둥 전체에 걸쳐 KBC2009 0520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 중 전단벽의 특수

경계요소에 요구되는 전단보강근의 3/4에 해당하는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전체높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로 본다. 

2. 하중이 방향이 역전되어 기둥이 압축과 인장모두를 받는 경우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검토한다. 

3.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하고 주근이음부가 있을 경우 기둥의 모델링 파라메터와 허용기준은 

이음부 파괴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붕괴방지수준은 강도저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또

한 인명안전수준은 붕괴방지수준의 3/4로 설정한다. 

표 5.3.6 조적채움벽을 가진 철근콘크리트기둥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

철근콘크리트부재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은 표 5.3.1 ~ 표 5.3.6과 같다.

조건 모델링 파라메터 
허용기준  

(층간변형각, %)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층간변형각 (%) 잔류강도비
인명안전 붕괴방지

d e c

0.7미만

0.5 0.5 n.a. n.a. 0.4 n.a.

1.0 0.4 n.a. n.a. 0.3 n.a.

2.0 0.3 n.a. n.a. 0.2 n.a.

0.7이상 1.3미만

0.5 1 n.a. n.a. 0.8 n.a.

1.0 0.8 n.a. n.a. 0.6 n.a.

2.0 0.6 n.a. n.a. 0.4 n.a.

1.3이상

0.5 1.5 n.a. n.a. 1.1 n.a.

1.0 1.2 n.a. n.a. 0.9 n.a.

2.0 0.9 n.a. n.a. 0.7 n.a.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는  이다. 

3. 채움벽의 길이-높이비는  이다. 

표 5.3.5 조적채움벽의 등가대각압축가새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

5.3.2.1 철근콘크리트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
허용기준  

(층간변형각, %)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2)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3)

층간변형각 (%)
잔류

강도비 인명안전 붕괴방지

d e
4) 

c

0.7 미만

0.5 0.5 n.a. n.a. 0.4 n.a.

1.0 0.4 n.a. n.a. 0.3 n.a.

2.0 0.3 n.a. n.a. 0.2 n.a.

0.7 이상

1.3 미만

0.5 1 n.a. n.a. 0.8 n.a.

1.0 0.8 n.a. n.a. 0.6 n.a.

2.0 0.6 n.a. n.a. 0.4 n.a.

1.3 이상

0.5 1.5 n.a. n.a. 1.1 n.a.

1.0 1.2 n.a. n.a. 0.9 n.a.

2.0 0.9 n.a. n.a. 0.7 n.a.

1)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2)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는 로 산정한다.

3) 채움벽의 길이-높이비는 로 산정한다.

4) e는 d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표 6.1.5 조적채움벽의 등가압축가새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
1)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1) 허용기준 (전체 변형률)

전체 변형률
잔류

강도비
거주   

가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
d e c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2)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

해 구속된 경우
3)

0.02 0.04 0.4 0.003 0.015 0.02

그 밖의 경우 0.003 0.01 0.2 0.002 0.002 0.003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2)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부

가 없는 경우

0.05 0.05 0 0.01 0.03 0.04

그 밖의 경우 각주 4) 0.03 0.2 각주 4)

표 6.1.6 조적채움벽에 인접한 철근콘크리트기둥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

1) 선형보간하지 않는다.

2) 하중의 방향이 역전되어 기둥이 압축과 인장모두를 받는 경우 두 경우 모두에 대해 검토한다.

3) 접합부를 포함한 기둥 전체에 걸쳐 건축구조기준 내진설계 시 특별고려사항 중 전단벽의

특수경계요소에 요구되는 전단보강근의 3/4에 해당하는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전체높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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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형보간하지 않는다. 

<신설>

4)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하고 주근 이음부가 있을 경우 기둥의 모델링 주요 변수와 허용기준은

이음부 파괴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붕괴방지 수준은 강도 저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또한 인명안전수준은 붕괴방지 수준의 3/4로 설정한다.

해설

(5) 표 6.1.5의 모델링 변수는 ASCE 41-13을 참조한 것으로서 각각 잔류강도와

변형능력을 나타내는  및 의 값이 명확히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개별

실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면외 하중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면내

하중저항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 요령에서는 조적채움벽의 경우에   , 허리벽의 경우에

  을 적용하고 표 6.1.5의 각주 4)에서와 같이   로 가정하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횡하중-횡변형 관계는 해그림 6.1.7과 같아진다. 조적채움벽의 경우에

전체구조물의 강성 및 강도 증진에 상당한 역할을 하므로 보수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최대강도 이후 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모델링 한다.

반면에 허리벽은 단주효과로 기둥의 전단파괴를 유발하며, 인접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해당 기둥의 전단강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허리벽의 큰

초기강성으로 인해 층간변형각 g와 d 사이의 강도저감 구간에서 발생하므로

이 구간의 강도를 가급적 크게 모델링하는 것이 단주효과의 측면에서 보수적

해석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채움벽은 허리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면외

작용력이 면내 전단강도의 저하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강도저감을 적용한다.

해그림 6.1.7 조적채움벽과 허리벽의 비선형정적절차 적용 모델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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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1) 조적채움벽을 등가의 비탄성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6.1.4.2(2)~(8)의 규정을 따른다.

(3) 강성 및 강도저하를 포함하는 이력모델의 특성은 반복 가력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것을 적용한다.

(1) 채움벽에 인접한 기둥의 축력 검토

채움벽에 인접한 기둥의 축방향 m계수는 표 6.1.4와 같고, 축방향 비선형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은 전체변형률을 사용하여 표 6.1.6과 같이

정의한다

(2) 채움벽에 인접한 기둥의 전단강도 검토

①기둥으로 전달되는 채움벽의 수평반력중 위험단면에 전달되는

유효수평반력을 기둥의 전단력 검토에 반영한다.

②유효수평반력을 기둥의 변형에 의한 전단력에 합산하여 검토한다.

③기둥의 전단강도 산정 시 축력을 0으로 가정하여 안전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채움벽에 인접한 보기둥 접합부 검토

①채움벽과 인접한 보-기둥 접합부 중 채움벽의 반대편에 보가 연속되지

않는 접합부는 채움벽의 수평반력 전체를 고려하여 전단강도를 검토한다.

②채움벽의 수평반력 전체를 골조의 변형에 의한 전단력에 합산하여

검토한다.

(4) 허리벽에 인접한 기둥의 검토

①이 조항은 양쪽에서 허리벽에 의해 구속되는 기둥의 구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비선형해석절차에서는 ①에서 규정한 부분의 휨 및 전단 변형성분을

탄성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③선형해석절차와 비선형해석절차에서 ①에서 규정한 부분의 휨 및 전단

변형성분은 비균열강성을 적용할 수 있다.

6.1.4.3 비선형동적절차

6.1.4.4 인접골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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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④선형해석절차와 비선형해석절차에서 ①에서 규정한 부분의 휨모멘트 및

전단력은 내진성능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

해설

(2) 등가스트럿 반력의 수평성분 중 기둥으로 전달되는 유효수평반력은 해그림

6.1.8에서와 같이 기둥 전단파괴의 위험단면이 보 밑면에서 기둥의

유효깊이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면 위험단면 아래쪽에 작용하는

지압응력의 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지압응력의 합은 다음 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sin

 
 


 (해 6.1.1)

여기서,

 : 기둥으로 전달되는 조적채움벽의 유효수평반력

 : 조적채움벽에 의해 작용하는 횡력

 : 인접기둥의 유효깊이

 : 조적채움벽과 기둥이 접촉하는 영역의 길이

식 (해 6.1.1)에서 조적채움벽과 기둥이 접촉하는 영역의 길이는 탄성기초 위에

놓인 탄성보의 변형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 식 (해 6.1.2)에 의해

산정하거나(Stafford Smith, 1967), ASCE 41-13을 참조하여 6.1.3(5)에서와

같이 기둥 길이의 1/3로 가정할 수 있다.

 


≤  (해 6.1.2)

여기서 은 식 (6.1.10)에 의해 계산한다.

(3) 채움벽과 인접한 보-기둥 접합부 중 채움벽의 반대편에 보가 연속되지

않는 접합부는 해그림 6.1.8에서와 같이 채움벽의 수평반력 전체가 접합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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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조적채움벽은 면내방향 거동 이외에도 면외방향의 전도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벽체의 면외방향 관성력에 대한 거동은 힘지배 거동으로

고려한다.

(2)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의 강성은 전체 구조물의 해석모델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조적채움벽의 높이-두께비가 표 6.1.7에 규정된 상한치보다 작고

6.1.5(5)에서 규정한 아치 작용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외방향의 전도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7에서 와 에 의해 각각

결정되는 상한치 가운데 작은 값을 적용한다.

(4) 조적채움벽이 표 6.1.7의 성능수준별 높이-두께비를 초과하는 경우

6.1.6(5)와 (6)의 규정에 따라 강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면외 강도

①휨균열 발생에 따른 전도가 조적벽체에 면외방향 하중 작용 시

파괴모드이다.

전달된다. 또한 골조의 휨변형에 관련된 전단력도 함께 전달된다.

해그림 6.1.8 조적채움벽과 기둥의 접촉면과 위험단면의 위치

6.1.5 면외방향의 검토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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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②아치 작용(arching action)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아치 작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채움벽이 주위의 골조와 완전히

접촉하고 있어야 하며 채움벽의 높이/두께비 ()가 25 이하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 만족 시 채움벽의 면외강도 는 식 (6.1.17)로 산정한다.

   

′
 (6.1.17)

여기서,

: 조적채움벽의 면외강도(N)

: 조적채움벽의 단위면적당 면외강도(MPa)

: 조적채움벽 입면의 면적(mm2)

′ : 조적채움벽의 공칭압축강도

 : 표 6.1.8의 값을 사용한다.

③아치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적채움벽을 수직 캔틸레버로 간주하고 휨균열이 발생하는

수평하중을 면외방향 하중작용 시의 강도로 결정한다. 6.1.1.2 또는

6.1.1.3에 따른 채움벽의 설계기준 인장강도를 적용한다. 4면 고정접합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적벽체와 골조의 경계면에

이격(gap)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하부면만 접합된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6) 허용기준

6.1.5(5)에 따라 산정된 벽체의 강도는 식 (6.1.18)로 계산된 관성력보다 커야

한다.

   ≥  (6.1.18)

여기서,

 : 면외방향의 관성력

 : 중요도계수가 고려된 평가 대상 지진의 단주기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69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스펙트럼가속도

 : 벽체의 무게 혹은 단위중량

 : 목표성능수준에 따른 계수. 붕괴방지의 경우 1.0, 인명안전의

경우 1.3, 거주가능의 경우 2.0을 사용한다.

성능수준
＜

또는 ＜

≤＜

또는 ≤＜

≤
또는 ≤

거주가능 14 13 8

인명안전 15 14 9

붕괴방지 16 15 10

 , :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단주기 및 1초 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표 6.1.7 아치작용의 요건을 만족하는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 검토를 생략하기 위한 

        높이-두께비() 상한치

 5 10 15 25

 0.129 0.060 0.034 0.013

선형 보간하여 적용한다.

표 6.1.8 벽체의 높이-두께 비()에 대한 계수 

비보강조적벽체의 주요 파괴모드는 강체회전, 가로줄눈 파괴, 양단부

압괴파괴, 대각인장파괴로 분류되며, 이중 강체회전과 가로줄눈 파괴는

연성거동이며 양단부 압괴파괴와 대각인장파괴는 취성거동이다. 강체회전

혹은 가로줄눈 파괴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비보강조적조의 거동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힘지배거동으로 본다.

비보강조적조는 대표적인 비내진건물로 연성거동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이

요령에서는 비선형절차는 제시하지 않는다.

벽돌과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비보강조적조의 재료속성은 6.1.1.2 및

6.1.1.3에 따라 결정한다.

6.2 조적조

6.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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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조적조 벽체의 유효강성은 ‘4.3.2.3 조적내력벽체의 부재강도’에서

부재강도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벽돌와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조적조의 강도와 강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1) 모르타르 압축강도

기건양생일 때 배합비 기준으로 모르타르의 평균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배합비 1:1～1:2


′    (MPa), = (모래의 부피)/(시멘트의 부피) (4.3.18)

배합비 1:2.5～1:5

    
′    (MPa) (4.3.19)

일반적으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KS규정의 28일 압축강도 11 MPa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합비를 보통 사용하는 1:3으로 가정하여

모르타르 평균압축강도는 10.4 MPa를 기본값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KS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A, B종: 경량골재 8.2 MPa, 12.2 MPa

C종 1급: 보통골재, 내력벽 16.3 MPa

C종 2급: 보통골재, 비내력벽8.2 MPa

KS에서 규정한 압축강도의 최소치는 위와 같으나 제조사별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벽돌의 종류를 알수 없는 경우 압축강도의 기

4.2.7.3 조적내력벽체의 유효강성

4.3.2.3 조적내력벽체의 부재강도

비보강조적벽체의 면내강성은 재료의 역학적 특성 및 시공상태를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조적조의 탄성계수는 요령

6.1.1.2에 의해 결정한다.

각 파괴모드별 공칭 전단강도식은 다음과 같고, 강도감소계수의 적용은

4.1.8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1) 강체회전(Rocking) 시의 평균전단강도

    


(6.2.1)

여기서,

 : 캔틸레버의 경우 0.5, 양단고정인 경우 1.0

 : 자중을 제외한 고정하중

 : 벽체의 자중

 : 벽체 하단에서부터 지진하중의 합력까지의 거리

 : 벽의 길이

(2) 가로줄눈 파괴 시의 평균전단강도

가로줄눈파괴 시 초기 평균전단강도는 식 (6.2.2)로 산정하며, 최종강도

도달 후 즉, 미끄러짐 발생 이후의 강도는 식 (6.2.3)으로 산정한다.

    (6.2.2)

    (6.2.3)

여기서,

 : 모르타르 접착면의 평균 줄눈전단강도

6.2.2 강성

6.2.3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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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본값은 C종 2급의 압축강도에 공칭강도와 평균강도의 편차를 고려한 계수

1.3을 곱하여 10.4 MPa를 사용한다.

(3) 프리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프리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다음 식을 사용하며 식 1.1.5에 제시한 재료

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프리즘 압축강도

                
′  

′ 
′  (MPa) (4.3.20)

- 탄성계수

  ′ (MPa)               (4.3.21)

- 전단탄성계수

        (MPa) (4.3.22)

평균 줄눈전단강도는 ASTM C1531에 따라 수평줄눈 전단강도시험을

실시한 경우 식 (6.2.4)로 산정한다. 해그림 6.1.4 또는 해그림 6.1.5와 같은

사인장 전단강도 또는 쪼갬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식 (6.2.5)로

산정한다.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6.1.1.3에 따라 재료강도의

기본값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6.2.4)

 


  (6.2.5)

여기서,

 : 사인장 전단강도 혹은 쪼갬인장강도의 평균값

 :   로 계산되는 현장시험 줄눈 전단강도의

평균값으로서 는 조적개체에 가해지는 전단력, 는 전단력이 전달되는

모든 모르타르 사춤의 면적, 는 시험 당시에 조적개체에 작용하는 연직

사용하중

식 (6.2.4)에서 에 곱해지는 계수 0.75는 현장시험 시 조적 개체의

상하면 이외에 측면까지 모르타르 사춤이 시공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양단부 압괴파괴 시의 공칭전단강도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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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여기서,

 : 식 (4.2.8)의 하중조합에 의한 축응력

′ : 조적조의 공칭 압축강도

(4) 대각인장파괴 시의 공칭전단강도

   ′

′


(6.2.7)

여기서,

′ : 조적벽체의 공칭사인장 강도, 이 값을 모를 경우 6.1.3(3)에

따라 결정되는 설계기준 줄눈전단강도 을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0.67 이상, 1.0 이하.

 : 연직하중에 의한 축응력

파괴모드
1차부재 2차부재

거주 가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강체회전
2),3) ≤

1)
≤



≤
1)
≤


≤

1)
≤ ≤

1)
≤ ≤

1)
≤

가로줄눈파괴
4)

1 3 4 6 8

1)  

2) 강체회전 파괴모드가 지배거동이 되기 위해서는 조적의 두께가 150 mm 이상이며 1.0B

쌓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강체회전모드의 m계수는, 모멘트-곡률 혹은 기타 적절한 해석적인 방법에 의해 양단부

압괴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연직하중에 의한 축력과

조적조의 공칭압축강도의 비, ′이 4%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4%를 초과할

표 6.2.1 비보강 조적조의 m계수

비보강 조적조의 m계수는 표 6.2.1과 같으며 만족여부 판정절차는 제4장에

따른다.

6.2.4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

6.2.4.1 선형절차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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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경우는 하중지배거동으로 본다.

4) 가로줄눈 파괴강도는 거주가능 수준일 경우 을, 그 밖의 성능수준에서는 를

사용한다.

면외방향 작용력은 하중지배 작용으로 간주한다.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의 강성은 전체 구조물의 해석모델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적개체가 가로지르지 않고 완전히 구분되도록 쌓은 두 면 사이에

모르타르 사춤이 부족하거나 단열재 등으로 인해 일체화 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벽체로 보고 검토할 수 없다.

(1) 면외 강도

①아치 작용을 고려하여 면외 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아치 작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벽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요소들이 충분한

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벽체와 주변 구조요소는 완전히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②아치작용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휨균열이

발생하는 수평하중을 면외방향 하중작용 시의 강도로 결정한다. 6.1.1.2

또는 6.1.1.3에 따른 채움벽의 설계기준 인장강도를 적용한다. 축력과

편심하중의 영향을 고려한다.

(2) 허용기준

① 6.1.5(4)에 따라 산정된 휨균열 강도는 식 (6.1.18)의 면외 관성력보다

커야 한다.

②별도의 상세해석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벽체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명안전 또는 붕괴방지 성능수준에 대해서 벽체의 휨균열을

허용할 수 있다.

6.2.5 면외방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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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해설

(1) 아치작용을 고려한 휨균열 강도는 FEMA 274(NEHRP Commentary on the

Seismic Rehabilitation of Buildings)에서 제시한 약산식인 식 (해 6.2.1)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그보다 더 정밀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벽체에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 6.2.1)

여기서,

 : 아치작용을 고려한 벽체의 면외 강도로서 단위 높이 당 횡력

 :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

 : 벽체의 두께

 : 벽체의 높이

(2) 휨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연직하중이나 아치 작용은 벽체의 전도가 억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ASCE 41-13에서는 인명안전이나 붕괴방지

성능수준에 대해서 면외방향 하중에 의한 휨균열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대신 벽체의 동적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토

방법으로서는 벽체 상단 및 하단에 작용하는 가속도에 대한 시간이력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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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이 장은 강재를 이용한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이 장의 요구사항은 구조시스템에 설치된 강재,

보강된 강재, 기존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에 추가된 신설 강재에 적용한다.

(1) 모재와 접합재의 재료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2) 강재의 재료강도는 대상 건축물의 시공상태를 고려하고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도서에 강종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표 7.2.1을 설계기준강도로 본다.

기대강도는 설계기준강도에 표 7.2.2의 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즉,

기대항복강도는 설계기준 항복강도에 를 곱한 값을 사용하고,

기대인장강도는 설계기준 인장강도에 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4)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재료강도 및 강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장조건의 표본을 채취하여 재료강도시험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표본의 채취 및 시험 방법은 다음 요구사항에 따른다.

①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와 연결재 종별로 1개 이상의 표본을

채취한다. 연결재는 리벳이나 볼트를 의미한다.

② 표본 채취에 의해 저감된 단면 강도가 소요강도(설계하중)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표본을 채취한다. 저감된 단면 강도가

소요강도(설계하중) 미만인 위치에서 표본을 채취할 경우, 표본에 의한

제 7 장 강구조

7.1 일반사항

해설

이 장에서 다루는 강재를 이용한 지진력저항시스템에는 합성구조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합성부재의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

및 허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부재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4.5의 절차에 따른 실험을 통해 모델링변수 및

허용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7.2 재료강도 및 상태평가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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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단면 손실 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③ 리벳이나 볼트와 같은 연결재를 표본으로 제거한 경우, 동등한

연결재를 바로 재설치해야 한다.

④ 재료 강도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재료시험을 실시한 경우, 설계기준강도는 1.2.2에 따라 결정한다.

(5)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재료강도 및 강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와 기둥의 강종을 표 7.2.1의 SS400으로 간주하여 설계기준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대재료강도는 설계기준강도에 1.1을 곱한 값으로

한다.

강재종별

   

40m
m
이하

40mm
초과
75mm
이하

75mm
초과
100mm
이하

100mm
이하

80mm
이하

80mm
이하

SS400 SM400

SN400 SMA400
235 215 215 400 - -

SHN400 235 235 - 400 - -

SS490 275 255 - 490 - -

SM490 SMA490 315 295 295 490 - -

SN490 325 295 295 490 - -

SHN490 325 325 - 490 - -

SM520 (SM490Y) 355 335 325
520 

(490)
- -

SS540 390 - - 540 - -

SM570 SMA570 450 430 420 570 - -

SM490TMC - - - - 315 490

SM520TMC - - - - 355 520

SM570TMC - - - - 450 570

HSA800 - - - - 650 800

표 7.2.1 주요 구조용 강재의 설계기준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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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적용  

구조용 

압연형강 및 

냉간가공재

KS D 3503 SS400

KS D 3530 SSC400

KS D 3558 SWH400

KS D 3566 STK400, STK490

KS D 3568 SPSR400, SPSR490

KS D 3632 STKN400, STKN490

1.3 1.2

KS D 3515 SM400, SM490, SM520

KS D 3864 SPAR295, SPAP235, SPAP325

KS D 4108 SCW 490-CF

1.2 1.2

KS D 3861 SN400, SN490

KS D 3866 SHN400, SHN490
1.1 1.1

플레이트

KS D 3503 SS400 1.3 1.2

KS D 3515 SM490, SM490TMC, SM520

           SM520TMC, SM570, SM570TMC,

           SMA400, SMA490, SMA570

1.2 1.2

KS D 3861 SN400, SN490

KS D 5994 HSA800
1.1 1.1

표 7.2.2 설계기준강도에서 기대강도로 변환하는 계수

해설

(3) 설계기준강도와 명칭이 다른 새로운 KS강재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에 적용해야 한다. 표 7.2.1과 표 7.2.2의 강재는 2018년 이전에

건축구조기준에서 허용된 KS 주요 구조용 강재이다. 이 요령에서는 과거

강재를 적용한 강구조물을 위하여 표를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KS강재를

적용한 강구조물를 위해서는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재료강도 및 강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장조건의 재료시험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종을 모를

경우, 이 요령에서는 과거에 주요 구조 부재인 보와 기둥에 사용된 강종으로

보수적으로 SS400을 간주하고, 모든 구조부재의 재료강도를 SS400에

해당하는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변형지배거동을 위한 기대강도 산정을 위한 계수를 보수적으로 1.1로

제시하였다. 다만 책임기술자 또는 구조기술사가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많이

쓰이는 보수적인 강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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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녹, 부식, 화재에 의한 손상 등의 환경적 효과 또는 과적, 피로 등의 하중

효과로 인해 부재 및 접합부의 결함 또는 변질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용접 접합부의 용접 결함을 포함한다.

(2) 구조 부재 및 접합부의 상태 및 부재와 접합부 사이의 하중 경로

연속성을 검증해야 한다.

(3) 상태평가 결과 손상 또는 결함이 없는 경우, 설계도면에 있는 부재

단면을 사용한다.

(4)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단면 손실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구조역학 원리에 따라 단면성질을 저감해야 한다.

(1) 시스템별 부재의 강성 및 강도는 원칙적으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부재 강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변형지배거동 부재의 강도를 산정할 경우, 재료의 기대강도를

적용한다.

②힘지배거동 부재의 강도를 산정할 경우, 재료의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한다.

③강도감소계수의 적용은 4.1.8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3)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변형

능력을 위한 허용기준은 7.4에서 7.5에 따라 산정한다.

7.2.2 상태평가

7.3 평가 요구사항

7.3.1 부재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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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는 5장과 7장의 규정에 따라, 변형지배거동

또는 힘지배거동의 분류와 강도를 결정한다.

(2)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 강도는 강재 부재 강도, 접합플레이트 강도,

앵커볼트 강도 한계상태에 대하여 산정된 최솟값이어야 한다.

(3)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 강도는 다음 한계상태에 기반하여 산정된 최소

강도로 한다.

①용접 또는 볼트의 기대강도

②콘크리트 기대지지력

③베이스 플레이트 기대항복강도

(4)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앵커볼트 접합부 강도는 다음

한계상태에 대하여 산정된 강도 중 최솟값으로 한다.

①앵커볼트의 전단항복강도 또는 인장항복강도

②앵커볼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손실

③콘크리트 파괴

각 한계상태에 대한 앵커볼트 강도는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강도감소계수의 적용은 4.1.9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5) 기둥 베이스 접합부의 한계상태가 콘크리트에 의한 앵커볼트 파괴모드에

좌우될 때,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마감재로 마감되는 철골 지붕의 경우, 강체

다이아프램(diaphragm)으로 모델링하여서는 안 된다. 다이아프램 역할을

하는 경량패널, 데크플레이트 또는 가새를 직접 모델링하거나

다이아프램의 적절한 강성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철골 지붕의 보와 철골 증축부의 기둥을 모델링하여 평가해야 한다.

(3) 강재 보와 경량패널 또는 데크 플레이트 사이의 접합부 내진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4) 철골 증축부의 경우, 강재 기둥과 기존 구조물 사이의 접합부 내진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7.3.2 기초 연결

7.3.3 철골 지붕 또는 철골 증축부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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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이 장은 완전강접합 형태의 접합부를 가진 철골모멘트골조에 적용하며,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구조기준의 철골모멘트골조 설계

조항에 따른다.

(2) 완전강접합 형태의 모멘트접합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접합부 형식을

갖는다: 용접비보강플랜지(welded unreinforced flange, WUF);

보플랜지절취형(reduced beam section, RBS); 용접하부헌지(welded

bottom haunch).

7.4 철골모멘트골조

7.4.1 일반사항

해설

국내 현장에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완전강접합 형태의 모멘트접합은

표준접합상세를 참조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럼트리(브라킷)형식 용접비보강플랜지 접합부 상세는 해그림 7.4.1과 같다.

(a) H-H 강축 전용접 (공장용접) (b) H-H 약축 전용접 (공장용접)

해그림 7.4.1 용접비보강플랜지 완전강접합 형태의 모멘트접합 상세 예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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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부재(보, 기둥), 패널존 및 접합부의 강성은 구조역학 원칙에 기반하고

건축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2) 축 및 전단에 대한 합성단면

①강재단면이 콘크리트에 완전 매입된 부재의 경우, 지진시에도

콘크리트가 박락되지 않게 횡보강철근으로 충분히 구속되어 있는 경우

합성단면으로 볼 수 있다.

②콘크리트부분이 최소한 3면 이상, 혹은 외곽둘레의 75 %이상 강재

부재요소로 구속된 경우에도 합성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3) 합성단면의 휨강성

①강재 단면이 콘크리트에 완전 매입된 부재의 경우, 휨강성 산정시

합성단면으로 볼 수 있다.

②그러나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성능수준별 허용기준에 적합한

전단전달기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고려하는 합성단면의 폭은 강재 단면

플랜지의 폭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슬래브 부분을 포함할 수 없다.

(4) 패널존

①패널존의 강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해석모델에 패널존 요소를

추가하여 해석하거나 또는 패널존의 강성을 고려하여 보 부재의 휨강성을

조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②패널존의 기대전단강도가 기둥-보 접합면에서 보의 휨강도 이상이며,

패널존의 강성이 보 휨강성의 10배 이상일 경우 패널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 유효길이의 감소를 고려하기 위해 기둥

중심선에서 기둥-보 접합면까지 강체오프셋(rigid offset)을 사용하여

(3)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접합부를 가진 모멘트골조의 경우, 패널존 변형을

제외한 접합부 변형이 골조의 전체 횡변형에 10 %이상 기여하지 않고,

접합부가 연결된 부재 중 약한 부재 이상으로 강하면 완전강접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7.4.2 해석모델

7.4.2.1 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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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별 비선형 거동 특성의 모델링, 즉 소성힌지의 특성은 각 구조시스템

및 부재의 조건에 따라 제시된 표를 따른다. 부재의 비선형거동특성은 그림

5.2.1과 같이 보통 4개의 직선으로 모델링 되며 부재에 따라 변형량의 절대

치가 규정된 경우(그림 5.2.1의 (a))와 각 지점의 위치를 항복하중 혹은 항복

변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그림 5.2.1의 (b))가 있다.

부재의 종류별 모델링 파라메터는 5.3.2 부재별 모델링 파라메터, 허용기준

및 성능등급의 판정’에 제시되어 있다.

(a) 변형량

5.2.3 구조요소의 모델링

강체로 모델링할 수 있다.

(5) 접합부

①접합부의 소성힌지가 기둥면에서 이격하여 보 부재에서 발생하도록

접합부를 의도적으로 보강한 경우가 아닌 한, 접합부의 강성을 해석모델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②접합부를 보강한 경우, 기둥면에서부터 소성힌지 발생 위치까지

구간의 보는 강체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1) 비선형절차를 적용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보-기둥 부재가  인 경우, 탄성부재의 휨강성 에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를 적용하여 수정해야 한다.

②보와 보-기둥의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 및 상호작용 관계로

소성화를 나타내야 한다.

③해석 결과 패널존이 탄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존의 비선형 거동을

수치모델에 포함해야 한다.

(2) 완전강접합모멘트골조의 부재들에 그림 7.4.1과 같은 힘-변형 곡선을

사용한다. 그림 7.4.1에서 는 부재 하중이고 는 부재 기대강도이다.

보와 기둥의 경우, 는 보/기둥의 총 (탄성+소성) 회전각, 는 항복

회전각, 는 총 변위, 는 항복변위이다. 패널존의 경우, , 는

전단변형각(radian)이다.

7.4.2.2 비선형절차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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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b) 변형비

그림 5.2.1 소성힌지 특성 모델

철골부재의 소성힌지 특성은 그림 5.2.1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탄성부분

의 강성은 4.3.2.4절의 선형해석시 부재강성에 관한 기술에 따른다. 보 및 기

둥 부재의 변형경화 구간 강성은 탄성구간의 3%로 하되, 실험에 의해 증명

된 경우 이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패널존의 경우 변형경화 구간의

강성은 탄성구간의 6%로 하되,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경우 이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부재별 항복회전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보 :  


(5.2.3)

기둥 :  

 
  (5.2.4)

부재별 항복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할 수 있다.

보 :     (5.2.5)

5.2.3.2 철골부재의 항복강도 및 항복회전각

그림 7.4.1 강재 부재의 힘과 변형 관계

①여기서 변수 a, b, c는 표 7.4.2에 정의되어 있다.

②또한, 다음과 같이 부재의 변형률경화를 고려할 수 있다.

1) 보 및 기둥의 변형률경화 구간 기울기는 탄성구간 기울기의 3 %로

적용하며,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경우 이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패널존 항복이 발생하는 경우, 패널존의 변형률경화 구간 기울기는

탄성구간 기울기의 6 %로 적용하며,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경우 이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보의 총 회전각 은 그림 7.4.2와 같이 현회전각(chord rotation)으로

정의된다. 현회전각은 항복회전각 에 소성회전각을 더하여 산정하거나,

층간변위각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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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    
 ≤ (5.2.6)

패널존 :    (5.2.7)

여기서,

 = 탄성계수

 = 재료의 평균항복강도

,  = 보 및 기둥의 단면 2차 모멘트

,  = 보 및 기둥의 길이

 = 평균휨강도

 = 비선형 정적해석의 경우 성능점(혹은 목표변위)에서 부재에 작용하

는 축하중, 선형해석의 경우 하중지배거동시 하중조합에 의한 축하

중

 = 부재의 평균 축항복강도 = 

 = 부재 평균강도

 = 소성단면계수

이다.

회전각  및 항복회전각은 그림 5.2.2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7.4.2 현회전각의 정의

(4) 변곡점이 보/기둥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 항복회전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보 :  


(7.4.1)

기둥 :  

 
  (7.4.2)

(5) 부재별 기대강도()는 재료의 기대강도를 사용하여 구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보 :    (7.4.3)

기둥 :    
 ≤ (7.4.4)

패널존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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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회전각의 정의

여기서,

 : 기둥 깊이

 : 탄성계수

 : 재료의 기대항복강도

 : 보의 단면 2차 모멘트

 : 기둥의 단면 2차 모멘트

 : 보 길이

 : 기둥 길이

 : 기대휨강도

 : 비선형 정적해석의 경우, 성능점(혹은 목표변위)에서 부재에

작용하는 축력, 선형해석의 경우, 힘지배거동 하중조합( ) 에

의한 축력

 : 부재의 기대축항복강도 : 

 : 보강판을 포함한 패널존 총 두께

 : 기대전단강도

 : 소성단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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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부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구조기준

(KBC2009)의 7장 강구조의 내용을 따른다. 단, 강도감소계수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변형지배거동의 경우 강재의 항복강도  대신   와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 대신 를 사용하여 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1) 보

보는 축력이 무시할 만큼 작게 작용하고 있는 부재를 의미한다. 이 때 휨

작용은 변위지배거동으로 본다. 보의 평균휨강도는 횡비틀림 좌굴, 플랜지 국

부좌굴, 및 웨브의 전단 항복 파괴모드로부터 구한 휨강도와 아래 식

(4.3.28)에 의한 소성휨강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4.3.28)

지진시에도 콘크리트가 박락되지 않을 정도로 철골부재가 콘크리트에 완전

히 매립된 경우 국부 좌굴 및 횡비틀림 좌굴 파괴모드는 고려하지 않는다.

순수 철골 보 부재가 주축에 대해 휨거동을 하고 양축에 대해 대칭이며 콤

팩트단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면 평균 휨강도는 윗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기둥

기둥은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부재를 의미한다. 기둥의 휨강도는

기둥 좌굴, 플랜지 국부좌굴, 웨브 국부좌굴 파괴모드로부터 구한 강도 중 가

장 작은 값으로 한다. 기둥의 공칭압축강도 은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공칭

강도를 사용한다. 기둥에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는 변형지배거동으로 보며 평

균인장강도는 기둥 단면적에 평균항복강도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3) 패널존

패널존의 전단거동 및 강접합 접합부는 변형지배거동으로 보고 강도를

산정한다. 패널존의 평균 전단 강도는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4.3.2.4 철골부재의 강도

(1) 보

축하중이 축강도의 10 %이하인 경우, 휨을 받는 부재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①휨부재의 기대휨강도 는 건축구조기준의 설계강도 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저항계수를 1.0으로 하고, 재료항복강도에  대신 를

적용한다.

②보 및 기타 휨지배 부재의 기대강도 는 항복, 횡비틀림좌굴, 플랜지

국부좌굴, 웨브 전단항복의 한계상태에 대하여 산정한 강도 중

최솟값이어야 한다.

③조밀단면의 2축대칭 강재보의 경우,  이면 강축에 대한

기대휨강도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7.4.6)

④ 지진시에도 콘크리트가 박락되지 않을 정도로 구속철근이 충분한

콘크리트 완전매입형 합성보인 경우, 압축플랜지 폭   과 비지지길이

  을 사용한다. 약축에 대해 휨을 받거나 콘크리트 완전매입형 부재의

경우, 지진시에도 콘크리트가 박락되지 않을 정도로 구속철근이 충분하면,

국부좌굴과 횡비틀림좌굴 한계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비보강 웨브의 전단강도가 보의 강도를 지배하고 ≤인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7.4.7)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부재 강도는 각각 7.4.3.1과 7.4.3.2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4.3 강도

7.4.3.1 선형절차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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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9)

여기서,

= 기둥 단면의 춤(depth)

= 이중보강판(doubler plate)을 포함한 패널존부분의 두께

(4) 기둥 주각부

기둥 주각부(베이스 플레이트-기초 혹은 파일캡과의 접합부)의 강도는 기

둥의 강도, 베이스 플레이트의 강도, 앵커볼트의 강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본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강도는 용접부 혹은 볼트의 평균(예상)강도, 콘크리

트 부분의 평균지압강도,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균항복강도 중 작은 값으로

평가한다. 앵커볼트의 강도는 앵커볼트의 전단 혹은 인장파괴, 콘크리트와 볼

트사이의 부착, 콘크리트의 파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각 파괴모드에 따른

강도는 건축구조기준의 규정을 사용(단 =1.0)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통해

구한다.

<신설>

  인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를 산정한다.

(2) 기둥

축하중이 축강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휨과 축력을 받는 부재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①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공칭강도 는 기둥좌굴, 플랜지 국부좌굴,

웨브 국부좌굴 한계상태에 대하여 산정한 강도 중 최솟값으로 한다.

공칭압축강도 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때, 저항계수를

1.0으로 하고, 재료강도로 공칭항복강도(설계기준 항복강도)를 사용한다.

②기둥에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기둥의 기대인장강도 는 다음과

따라 산정한다.

   (7.4.8)

여기서,

 : 기둥 단면적

(3) 패널존

패널존의 강도는 식 (7.4.5)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1) 비선형정적절차의 경우, 그림 7.4.1과 같은 완전한 부재별 하중-변위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부재별 기대강도 는 선형절차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2) 비선형동적절차의 경우, 실험 또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인정하는 기타

방법을 통해 완전한 부재별 이력거동을 결정해야 한다.

7.4.3.2 비선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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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세평가를 위한 철골부재의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4.3.9과 같다.

(1) 보

작용하는 축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 보의 휨과 전단거동

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보 단면의 철골부재가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으며 지진시에도 박리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횡보강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

   및    으로 보고 m 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휨부재의 강도가 횡비

틀림강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4.3.9에 의한 m 계수

를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유효 m 계수로 변환하여 판정한다.

  



 

 


 (4.3.32)

 = 보의 비지지길이

 = 보의 소성한계 비지지길이

 = 보의 탄성한계 비지지길이

 = 표 4.3.8에 의한 m 계수

 = 유효 m 계수

 = 횡좌굴 모멘트 수정계수

(2) 기둥

압축 및 휨 응력을 동시에 받는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미만일 경우 휨작용은 변형지배거동으로, 축압축은 하중지배거동

으로 보고 다음 식에 의해 각 성능수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  일 때 


 

 








 


≦  (4.3.33)

4.3.3 허용기준

4.3.4.2 철골 부재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허용기준은 각각 7.4.4.1 및 7.4.4.2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선형절차의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7.4.1과 같다.

(1) 보

① 작용하는 축력이 축강도의 10 % 이하인 경우, 보의 휨과 전단거동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②용접조립(built-up)형강인 경우, 인장가새에 대한 규정을 사용하여

레이싱(lacing) 플레이트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강재가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립되어 있으며 지진시에도 박리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횡보강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    및

   으로 보고  계수를 산정한다.

④횡비틀림좌굴로 인해 기대강도가 보다 작은 경우,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7.4.1에 의한  대신에 다음의 를 사용하여 판정한다.

  


≥ (7.4.9)

⑤ 전단을 전달하는 레이싱 플레이트의 강도가 지배하는 용접조립형강의

경우, 표 7.4.1에 있는  값에 0.5를 곱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이 1.0

미만이면 1.0을 적용한다.

(2) 기둥

압축과 휨 조합력을 받는 기둥은 비틀림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횡지지가 존재해야 한다.

①압축력과 휨을 동시에 받는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 % 이하인 경우, 휨은 변형지배거동으로, 압축은 힘지배거동으로

보고, 다음 식에 따라 조합강도를 평가한다.

7.4.4 허용기준

7.4.4.1 선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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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일 때 








≤  (4.3.34)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이상일 경우 휨작용 및

축압축 모두를 하중지배거동으로 보고 다음 식에 의해 각 성능수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4.3.35)

기둥에 축인장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축인장력과 휨

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축인장 및 휨작용은 모두 변형지배거동으로 보며

다음 식에 의해 각 성능수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4.3.36)

여기서,

 = 하중지배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축압축력부재력

 = 공칭압축강도

 = 변형지배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x방향 모멘트 부재력

 = 변형지배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y방향 모멘트 부재력

 = 기둥의 x축방향 평균모멘트 강도

 = 기둥의 y축방향 평균모멘트 강도

 = 표 4.3.8에 의한 m 계수(x방향)

 = 표 4.3.8에 의한 m 계수(y방향)

 = 표 4.3.8에 의한 m 계수(순수인장력)

 = 하중지배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x방향 모멘트 부재력

 = 하중지배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y방향 모멘트 부재력

 = 기둥의 x축방향 공칭모멘트 강도

 = 기둥의 y축방향 공칭모멘트 강도

≦


≦ 일 때 


 

 








 


≦ (7.4.10)




 일 때    








≤  (7.4.11)

②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 %를 초과한 경우,

휨과 압축 모두를 힘지배거동으로 보고, 다음 식에 따라 조합강도를

평가한다.










≤  (7.4.12)

③ 기둥에 작용하는 인장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인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인장과 휨 모두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다음 식에 의해

기둥을 평가한다.










≤ (7.4.13)

여기서,

 : 힘지배 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압축하중

 : 공칭압축강도

 : 변형지배 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x방향 휨모멘트

 : 변형지배 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y방향 휨모멘트

 : 기둥의 x축방향 기대휨강도

 : 기둥의 y축방향 기대휨강도

 : 표 7.4.1에 의한 m 계수(x방향)

 : 표 7.4.1에 의한 m 계수(y방향)

 : 표 7.4.1에 의한 m 계수(순수인장력)

 : 힘지배 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x방향 휨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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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축 인장 부재력

 = 기둥의 평균축인장 강도 (식 (5-8))

(3) 패널존

패널존은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부재력 및 평균강도를 산정

하고 표 4.3.9에서 구한 m 계수를 사용하여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 즉 강접합된 보와 기둥이 만나는 면의 거동은 변

형지배거동으로 본다. 보-기둥 접합부의 허용조건은 연속판의 상세, 패널존

의 강도, 보 순경간 길이/폭 비, 보의 웨브와 플랜지의 세장비 등 4가지의 조

건을 고려하여 표 4.3.9에 의한 m 계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조건에

의한 수정은 모두 누가하여 산정하나 m 계수가 1.0 이하일 필요는 없다.

1) 연속판(continuity plates) 상세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4.3.9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8을 곱한다.

①  ≥



② 

  


및  ≥ 


인 연속판

③  


and  ≥ 


인 연속판

2) 패널존(panel zone) 강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4.3.9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8을 곱

한다.다.

 ≤


≤ 

여기서    이고 = 접합부에서 위험 단면에 힌지가 발생했을 때

 : 힘지배 거동시의 하중조합에 의한 y방향 휨모멘트

 : 기둥의 x축방향 공칭 휨강도

 : 기둥의 y축방향 공칭 휨강도

 : 인장하중

 : 기둥의 기대인장강도

(3) 패널존

패널존 전단은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하여, 패널존 기대전단강도를

산정하고 표 7.4.1에서 구한 m 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4) 완전강접 보-기둥 접합부

1) 완전강접 보-기둥 접합부, 즉 강접합된 보와 기둥이 만나는 면의

거동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2) 보-기둥 접합부의 허용조건은 연속판의 상세, 패널존의 강도, 보 순경간

길이-깊이 비, 보의 웨브와 플랜지의 폭-두께비 등 4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표 7.4.1에 의한 m 계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조건에

의한 수정은 모두 누가하여 산정하나 m 계수가 1.0 이하일 필요는 없다.

①연속판 상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7.4.1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8을 곱한다.

a)  ≥



b) 


  


및 ≥


인 연속판

c)  


그리고 ≥


인 연속판

②패널존 강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7.4.1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8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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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존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이다. 패널존 기둥면에서의 에 대해 

는 다음과 같다.

 




 

 

3) 보 순경간 길이/폭 비

보의 순경간 길이/보의 비율, L/d,가 10 보다 클 경우 표 4.3.9에 의한 m

계수의 값에  을 곱한다.

4) 보 플랜지 및 웨브의 세장비

보 플랜지 및 웨브의 세장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표 4.3.9에

의한 m계수의 값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 


≦ 





하지만 보 플랜지 혹은 웨브의 세장비가 다음에 수식의 한계치를 초과할 경

우 표 4.3.9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5를 곱하여 사용한다.




 




, 


 





두 수식 사이의 값일 경우 수정계수는 선형보간을 통해 구하고 플랜지 혹은

웨브의 세장비에 의한 수정계수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보의 항복 위치가 기둥과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계한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는 하중지배거동으로 보고 다음 식에 의해 검토한다.

≥ 

≤


≤ (7.4.14)

여기서,    이고 = 접합부에서 위험 단면에 힌지가

발생했을 때 패널존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이다. 패널존 기둥면에서의

보의 기대항복강도 에 대해 는 다음과 같다.

 




 

  (7.4.15)

③ 보 순경간 길이-깊이 비

보의 순경간길이-깊이 비, ,가 10보다 클 경우, 표 7.4.1에 의한

m계수의 값에 을 곱한다.

④보 플랜지 및 웨브의 폭-두께비

보 플랜지 및 웨브의 폭-두께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표

7.4.1에 의한 m 계수의 값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 


≦





(7.4.16)

그러나 보 플랜지 혹은 웨브의 폭-두께비가 다음 식에 해당할 경우 표

7.4.1에 의한 m계수의 값에 0.5를 곱하여 사용한다.




 





, 


 





(7.4.17)

두 수식 사이의 값일 경우 수정계수는 직선보간을 통해 구하고 플랜지

혹은 웨브의 폭-두께비에 의한 수정계수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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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접합부의 공칭강도

 = 보의 평균 휨강도

(5) 기둥 주각부

주각부에서 기둥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 볼트의 항복, 용접부 파괴의 경

우 표 4.3.9에서 반강접합 end plate에 대한 예상 한계 상태를 근거로 한 m

계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에 의한 앵커볼트의 파괴모드로 지배되

는 기둥 주각부 접합부의 한계상태는 하중지배거동으로 본다.

항복 위치가 기둥과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계한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는 힘지배거동으로 보고 다음 식에 따라 검토한다.

≥ (7.4.18)

여기서,

 : 접합부의 최소 강도

 : 보의 기대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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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및 조건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강접모멘트골조

보
내진콤팩트단면 2 6 8 10 12

비콤팩트단면 1.25 2 3 3 4

기둥 ①
(P < 0.2Py)

내진콤팩트단면 2 6 8 10 12

비콤팩트단면 1.25 1.25 2 2 3

기둥 ②
(0.2Py < P < 0.5 Py)

내진콤팩트단면 1.25 9 12 15 18
비콤팩트단면 1.25 1.25 1.5 2 2

기둥 (P> 0.5Py) 하중지배거동

패널존 1.5 8 11 12 12

전용접 접합부 혹은
웨브볼트 플랜지현장용접 접합부 1 4.3-0.0

33d
3.9-0.0
017d

4.3-0.0
019d

5.5-0.0
025d

보플랜지절취형 접합부 2.2-0.0
003d

4.9-0.0
01d

6.2-0.0
012d

6.5-0.0
01d

8.4-0.0
012d

반강접합 모멘트골조

볼트 혹은 용접부의 인장파괴 1.25 1.5 2 1.5 2

기타 1.5 2 3 2 3

가새골조

기둥
강접합 모멘트골조의 경우와 동일

편심가새골조
연결보

가새와 기둥 하중지배거동

중심가새 골조의 가새 (압축을 받을 때)

각형 및 원형 강관
내진콤팩트단면 1.25 5 7 5 7

비콤팩트단면 1.25 2 3 2 3

쌍ㄱ 및 쌍ㄷ 형강
면내좌굴 1.25 6 8 7 9

면외좌굴 1.25 5 7 6 8

H 및 I형강 1.25 6 8 6 8

콘크리트 충전 강관 1.25 5 7 5 7

중심가새 골조의 가새 (인장을 받을 때)

인장-압축가새 1.25 6 8 8 10

인장-비압축 가새 0.6 3 4 4 5

순수인장을 받는 기둥 1.25 3 5 6 7

내진콤팩트단면 : 보의 경우,  ≦  and  ≦ 

                기둥의 경우, ①  ≦  and  ≦ 

                             ②  ≦  and  ≦ 
                각형강관의 경우, ≦  , 원형강관의 경우  ≦ 

비콤팩트단면 : 보의 경우,    or   

              기둥의 경우, ①    or   

                           ②    or   

               각형강관의 경우   ,   원형강관의 경우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P : 하중지배하중조합에 의한 축력

  


,  : 플랜지 폭, d : 보 깊이

표 4.3.9 철골부재의 m 계수

부재 및 조건 거주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보-휨

 ≤  및

 ≤ 
2 6 8 10 12

 ≻  또는 

  
1.25 2 3 3 4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은 값을 사용한다.

기둥-휨1),2)

  인 경우

 ≤  및

 ≤ 
2 6 8 10 12

   또는 

  
1.25 1.25 2 2 3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은 값을 사용한다.

 ≤ ≤ 인 경우

 ≤  및

 ≤ 
1.25 9

3)
12 15 18

   또는 

  
1.25 1.25 1.5 2 2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은 값을 사용한다.

기둥 패널존

전단 1.5 8 11 12 12

철골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

전용접 접합부 또는 

웨브볼트 플랜지현장용접 접합부
4) 1

4.3-0.033



3.9-0.0017



4.3-0.0019



5.5-0.0025



보플랜지절취형(RBS) 접합부
4) 2.2-0.0003



4.9-0.001



6.2-0.0012



6.5-0.001



8.4-0.0012



용접하부헌치 접합부 2.3 3.1 3.8 4.6 5.9

용접상하부헌치 접합부 2.4 3.1 3.9 4.7 6.0

1)각형강관 기둥의 경우,  ≤  대신 ≤  를 사용하고,

   대신 ≤ 를 사용한다.

2)   인 기둥은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3)휨면내에서      

4)  : 보 깊이,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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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은 표 5.3.1 ~ 표 5.3.7과 같다. 이들 표

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하중지배 거동의 성능수준은 성능기

반평가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즉, 붕괴방지의 변형한계는 극한값

으로, 거주가능과 인명안전의 변형한계는 극한값의 50%와 75%의 값을 사용

하여 평가한다.

철골부재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은 표 5.3.7와 같다. 보 부재의 휨

거동은 변위지배거동으로 본다. 표 5.3.7의 는 5.3.2.1절에 제시된 방법을 따

라 산정한다. 기둥 부재의 압축 거동은 하중지배거동으로 보며 공칭압축강도

은 4.3.2.4절을 따른다. 성능점(혹은 목표변위)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

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미만일 경우 휨작용은 변형지배거동으로, 축압

축은 하중지배거동으로 보고 각 성능수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성능

점(혹은 목표변위)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

이상일 경우 휨작용 및 축압축 모두를 하중지배거동으로 보고 각 성능수준

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 즉 강접합된 보와 기둥이 만나는 면의 허용조건은

연속판의 상세, 패널존의 강도, 보 순경간 길이/폭 비, 보의 웨브와 플랜지의

세장비 등 4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표 5.3.7에 의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각 조건에 의한 수정은 모두 누가하여 산정한다.

(1) 연속판(continuity plates) 상세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5.3.7에 의한 허용소

성회전각의 값에 0.8을 곱한다.

①  ≥



② 

  


및  ≥ 


인 연속판

5.3.2 부재별 모델링파라메터, 허용기준 및 성능수준의 판정

5.3.2.2 철골 부재

부재별 소성회전변형의 허용기준은 표 7.4.2와 같다.

(1) 보

①보의 휨 거동은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표 7.4.2의 는 7.4.2.2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산정한다.

②보 단부의 소성힌지는 표 7.4.2에서 제시하는 보를 위한 모델링 변수와

접합부를 위한 모델링 변수 중 보다 작은 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값에

따른다. 보 단부의 소성힌지 허용기준도 상응하는 값을 따른다.

(2) 기둥

①기둥의 압축 거동은 힘지배거동으로 보며, 공칭압축강도 은

7.4.3.1절에 따라 산정한다.

②성능점(혹은 목표변위)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 % 미만인 경우, 기둥의 휨은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하고, 최대

허용소성회전각은 표 7.4.2에 따른다.

③성능점(혹은 목표변위)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공칭압축강도

의 50 % 이상인 경우, 기둥의 휨은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하고, 식

(7.4.12)에 따라 평가한다.

(3) 패널존

패널존의 소성회전각은 표 7.4.2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 접합부

완전강접 보-기둥 접합부, 즉 강접합된 보와 기둥이 만나는 면의

허용조건은 연속판의 상세, 패널존의 강도, 보 순경간 길이-깊이 비, 보의

웨브와 플랜지의 폭-두께비 등 4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표 7.4.2에 의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조건에 의한 수정은 모두 누가하여

산정한다.

①연속판 상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7.4.2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0.8을 곱한다

7.4.4.2 비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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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nd  ≥ 인 연속판

(2) 패널존(panel zone) 강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5.3.7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0.8을 곱한다.

 ≤


≤ 

여기서     이고 = 접합부에서 위험 단면에 힌지가 발생했을 때

패널존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이다. 패널존 기둥면에서의 에 대해 

는 다음과 같다.

 




 

 

(3) 보 순경간 길이/폭 비

보의 순경간 길이/보의 비율, L/d,가 8 미만일 경우 표 5.3.7에 의한 허용

소성회전각의 값에  을 곱한다.

(4) 보 플랜지 및 웨브의 세장비

보 플랜지 및 웨브의 세장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표 5.3.7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 


≦ 





하지만 보 플랜지 혹은 웨브의 세장비가 다음 수식 중 하나라도 아래 식에

해당하면 표 5.3.7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0.5를 곱하여 사용한다.




 




, 


 





a)  ≥



b)


  


및 ≥


인 연속판

c)  


그리고 ≥ 인 연속판

②패널존 강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표 7.4.2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0.8을 곱한다.

≤


≤ (7.4.19)

여기서     이고 = 접합부에서 위험 단면에 힌지가

발생했을 때 패널존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이다. 패널존 기둥면에서의

보의 기대항복강도 에 대해 는 다음과 같다.

 




 

  (7.4.20)

③ 보 순경간 길이-깊이 비

보의 순경간 길이-깊이 비, ,,가 8 미만일 경우 표 7.4.2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을 곱한다.

④보 플랜지 및 웨브의 폭-두께비

보 플랜지 및 웨브의 폭-두께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표

7.4.2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 


≦





(7.4.21)

그러나 보 플랜지 혹은 웨브의 폭-두께비가 다음 수식 중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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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식 사이의 값일 경우 수정계수는 선형보간을 통해 구하고 플랜지 혹은

웨브의 세장비에 의한 수정계수 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보의 항복 위치가 기둥과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계한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는 하중지배거동으로 보고 보-기둥 접합부의 공칭강도가 보

의 평균휨강도보다 큼을 확인해야한다.

아래 식에 해당하면, 표 7.4.2에 의한 허용소성회전각의 값에 0.5를 곱하여

사용한다.




 





, 


 





(7.4.22)

두 수식 사이의 값일 경우 수정계수는 직선보간을 통해 구하고 플랜지

혹은 웨브의 폭-두께비에 의한 수정계수 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보의 항복 위치가 기둥과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설계한

강접합 보-기둥 접합부는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하고, 보-기둥 접합부 최소

강도가 보의 기대휨강도보다 큼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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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파라메터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rad.)

소성회전각
(rad.)

잔류 
강도비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a b c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강접모멘트골조요소

보
내진콤팩트단면 9qy 11qy 0.6 1qy 6qy 8qy 9qy 11qy

비콤팩트단면 4qy 6qy 0.2 0.25qy 2qy 3qy 3qy 4qy

기둥 ①
(P<0.2Py)

내진콤팩트단면 9qy 11qy 0.6 1qy 6qy 8qy 9qy 11qy

비콤팩트단면 4qy 6qy 0.2 0.25qy 2qy 3qy 3qy 4qy

기둥 ②
(0.2Py<P<0.5Py)

내진콤팩트단면 11q
y

17q
y

0.2 0.25qy 8qy
11q

y

14q
y

17q
y

비콤팩트단면 1qy 1.5qy 0.2 0.25qy 0.5qy 0.8qy 1.2qy 1.2qy

기둥 (P > 0.5Py) 하중지배거동
패널존 12qy 12qy 1.0 1qy 8qy 11qy 12qy 12qy

전용접 접합부 혹은 
웨브볼트 플랜지현장용접 접합부

0.051-
0.0000
51d

0.043-
0.0000
24d

0.2
0.0128
-0.000
012d

0.0337
-0.000
036d

0.0284
-0.000
016d

0.0323
-0.000
018d

0.043-
0.0000
24d

보플랜지절취형 접합부
0.050-
0.0000
12d

0.070-
0.0000
12d

0.2
0.0125
-0.000
004d

0.0380
-0.000
008d

0.050-
0.0000
12d

0.0525
-0.000
008d

0.070-
0.0000
12d

반강접합 모멘트골조
볼트 혹은 용접부의 인장파괴 0.012 0.018 0.8 0.003 0.008 0.010 0.008 0.010

기타 0.018 0.024 0.2 0.008 0.010 0.015 0.010 0.015
가새골조

기둥
강접합 모멘트골조의 경우와 동일

편심가새골조
연결보

가새와 기둥 하중지배거동

소성변형 잔류 
강도비 소성변형

중심가새 골조의 가새 (압축을 받을 때)

각형 강관
내진콤팩트단면 0.5DC 7DC 0.4 0.25DC 4DC 6DC 6DC 7DC

비콤팩트단면 0.5DC 3DC 0.2 0.25DC 1DC 2DC 2DC 3DC

원형 강관
내진콤팩트단면 0.5DC 9DC 0.4 0.25DC 4DC 6DC 5DC 8DC

비콤팩트단면 0.5DC 3DC 0.2 0.25DC 1DC 2DC 2DC 3DC

쌍ㄱ 및 쌍ㄷ 
형강

면내좌굴 0.5DC 9DC 0.2 0.25DC 5DC 7DC 7DC 8DC

면외좌굴 0.5DC 8DC 0.2 0.25DC 4DC 6DC 6DC 7DC

H 및 I형강 0.5DC 8DC 0.2 0.25DC 5DC 7DC 7DC 8DC

콘크리트 충전 강관 0.5DC 7DC 0.2 0.25DC 4DC 6DC 6DC 7DC

중심가새 골조의 가새 (인장을 받을 때)
인장-압축가새 11DT 14DT 0.8 0.25DT 7DT 9DT 11DT 13DT

순수인장력을 받는 기둥 5DT 7DT 1.0 0.25DT 3DT 5DT 6DT 7DT

내진콤팩트단면 : 보의 경우,  ≦  and  ≦ 
                기둥의 경우, ①  ≦  and  ≦ 
                             ②  ≦  and  ≦ 
                각형강관의 경우, ≦  , 원형강관의 경우 ≦ 

비콤팩트단면 : 보의 경우,    or   
              기둥의 경우, ①    or   
                           ②    or   
               각형강관의 경우   ,   원형강관의 경우   
사이값은 선형보간한다.    P : 성능점에서의 축력

        DC : 평균좌굴강도에서의 축변형량   DT : 평균인장항복강도에서의 축변형량

   ,  : 플랜지 폭, d : 보 깊이

표 5.3.7 철골부재의 모델링파라메터 및 허용기준

모델링 변수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rad)

소성회전각 (rad.)
잔류 

강도비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a b c

보 - 휨

 ≤  및

 ≤ 
9 11 0.6  9 11

  
또는   

4 6 0.2 0.25 3 4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

은 값을 사용한다.
기둥-휨

1),2)

  인 경우

 ≤  및

 ≤ 
9 11 0.6  9 11

  
또는   

4 6 0.2 0.25 3 4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

은 값을 사용한다.
 ≤ ≤ 인 경우

 ≤  및

 ≤ 
11

3) 17  0.2 0.25 8 11 

 ≻ 
또는   

1 1.5 0.2 0.25 1.2 1.2

기타
플랜지와 웨브 폭두께비에 대하여 사이값은 각각 직선보간 후,  작

은 값을 사용한다.
기둥 패널존

12 12 1.0  12 12
철골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

전용접 접합부 또는 

웨브볼트 플랜지 현장용접 

접합부4)

0.051

-5.1x10
-5



0.043

-2.4x10
-5


0.2

0.026

-2.6x10
-5



0.0323

-1.8x10
-5



0.043

-2.4x10
-5



보플랜지절취형(RBS) 

접합부4)

0.050

-1.2x10
-5



0.070

-1.2x10
-5


0.2

0.025

-0.6x10
-5



0.0525

-0.9x10
-5



0.07

-1.2x10
-5


용접하부헌치 접합부 0.027 0.047 0.2 0.014 0.0353 0.047

용접상하부헌치 접합부 0.028 0.048 0.2 0.014 0.0360 0.048

1) 각형강관 기둥의 경우,  ≤  대신 ≤  를 사용하고, 

    대신 ≤  를 사용한다.

2)   인 기둥은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3) 휨면내에서      , P : 성능점에서의 축력

4)  : 보 깊이, mm        

표 7.4.2 철골 완전강접모멘트 접합부의 비선형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내진성능평가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98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1) 이 절에서는 중심가새골조의 모델링 절차와 허용기준을 다룬다.

(2) 철골 중심가새골조는 보, 기둥, 가새 및 접합부를 포함한다.

(1) 축면적, 전단면적 및 단면2차모멘트는 완전강접모멘트골조에 대해 규정된

7.4.2.1에 따라 산정한다.

(2) 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는 7.4.2.1에 따라 모델링한다.

(3) 가새는 7.4.2.1에 규정된 기둥으로 모델링한다.

(4) 상세 모델이 가능하지 않으면, 거셋플레이트는 강체로 모델링한다.

(5) 기초가 고정단임을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기초는 휨강성이 없는

힌지로 모델링한다.

(1) 비선형정적절차

①탄성부재의 물성치는 7.5.2.1에 따라 모델링한다.

②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를 가진 보와 기둥의 비선형 모멘트-회전 변형

거동은 7.4.2.2에 따라 모델링한다.

③가새는 주된 축방향 효과와 부차적인 휨효과를 고려하여, 가새 중앙에

소성힌지를 가진 기둥으로 모델링한다. 실험 또는 고급해석으로부터

유도된 관계 대신, 그림 7.4.1과 같이 가새의 비선형 축하중-축변형 거동을

소성힌지에 모델링한다. 이 때, 모델링 변수는 표 7.5.2에 정의되어 있다.

(2) 비선형동적절차

①각 부재의 전체 이력 거동은 실험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에 기반하여야

한다. 실험자료가 없으면, 7.5.2.2 (1)에서 묘사된 힘-변위 포락곡선을

7.5 철골 중심가새골조

7.5.1 일반사항

7.5.2 해석모델

7.5.2.1 선형절차

7.5.2.2 비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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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모델링하고 이력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력하중 및 변위 경로는

힘-변위 포락곡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부재별로 제하 및 재하시 강성

및 강도 저감이 발생하는 특성을 이력곡선 모델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압축력을 받는 가새의 기대강도 는 부재좌굴 또는 국부좌굴

한계상태에 대하여 산정된 강도 중 최소값으로 한다. 유효설계강도 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때, 저항계수  를 사용하고,

재료항복강도로 기대항복강도 를 사용한다.

(2) X-형 가새골조인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새 중앙에서 거셋플레이트로

연결되므로, 가새 유효길이는 거셋플레이트를 제외한 가새 전체 길이의

0.5배로 한다. 기타 가새골조(쉐브론, V형, 단일가새 등)인 경우, 가새

길이는 가새 단부에서 단부까지의 길이로 한다.

(3) 인장력을 받는 가새의 기대강도 는 7.4.3.1의 기둥과 같이 산정한다.

(4) 보와 기둥의 기대강도  및 공칭강도 는 7.4.3.1에 따라

완전강접모멘트골조의 보와 기둥과 같이 산정한다. 축강도의 10 %를

초과하는 축하중을 받는 보의 강도는 완전강접모멘트골조 기둥과 같이

산정한다.

(5)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때, 저항계수

 를 사용하고, 재료 항복강도로 공칭항복강도 를 사용한다.

7.5.3 강도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각각 7.5.3.1 및 7.5.3.2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5.3.1 선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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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1) 비선형 정적해석절차의 경우, 부재별 힘-변위 관계는 7.5.2.2에 따라

결정한다. 접합부 기대강도 는 선형절차와 동일한 값을 사용한다.

(2) 비선형 동적해석절차의 경우, 실험 또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인정하는 기타

방법을 통해 완전한 부재별 이력거동을 결정해야 한다.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의 경우, 허용기준은 다음 사항과 각각 7.5.4.1 및

7.5.4.2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1) 가새의 축방향 압축과 인장은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2) 축강도의 10 %를 초과하는 축하중을 받는 보와 기둥의 거동은 7.4.4의

완전강접모멘트골조의 기둥과 동일한 기준으로 힘지배거동 또는

변형지배거동으로 판단한다.

(3) 명시적으로 접합부 모델링이 없거나 접합부가 안정적인 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실험적 증명이 없는 경우, 거셋플레이트, 볼트, 용접, 기타

연결부를 포함한 가새 접합부에 작용하는 압축, 인장, 전단, 휨은

힘지배거동으로 간주한다.

(1) 선형절차를 위한 부재별 허용기준은 표 7.5.1과 같다.

(2) V형 또는 역V형 가새골조의 보, 접합부, 지지부재는 중력하중조합의

비균형적 하중효과를 저항하기 위해 힘지배거동으로 평가한다. 비균형

하중효과는 인장 가새의 기대항복강도와 압축 가새 기대압축강도의 30

%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7.5.3.2 비선형절차

7.5.4 허용기준

7.5.4.1 선형절차

[수정] 평가절차의 목차를 수정하고 각 

절차별 성격을 추가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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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부재 및 조건
거주

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인명  

안전

붕괴  

방지

압

축 

가

새

세장한 가새
1)




≥ 





H형강, 

쌍ㄱ형강 

면내좌굴
2)
,

쌍ㄷ형강 면내좌굴
2)

1.25 6 8 7 9

쌍ㄱ형강 

면외좌굴
2)
,

쌍ㄷ형강 면외좌굴
2)

1.25 5 7 6 8

강관, 파이프, 

ㄱ형강
1.25 5 7 6 8

짧은 가새1),3)




≤ 





H형강, 

쌍ㄱ형강 

면내좌굴2),

쌍ㄷ형강 면내좌굴
2)

1.25 5 7 6 8

쌍ㄱ형강 

면외좌굴2),

쌍ㄷ형강 면외좌굴
2)

1.25 4 6 5 7

강관, 파이프 1.25 4 6 5 7

중간 세장과 콤팩트 보정후 값들을 직선보간한다.

인장 가새4) 1.25 51),5) 71),5) 81),6) 101),6)

인장을 받는 보, 기둥 1.25 3 5 6 7

1) 건축구조기준의 철골특수중심가새골조를 위한 접합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

우, 허용기준에 0.8을 곱한다. 

2) 건축구조기준의 철골특수중심가새골조를 위한 조립가새부재의 단속긴결재 요구조건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허용기준에 0.5를 곱한다. 

3) 가새 단면이 건축구조기준의 강구조 내진설계에 있는 내진조밀단면이나 콘크리트충

전 단면인 경우에 이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새단면이 비조밀단면인 경우 허용기준

에 0.5를 곱한다. 내진조밀단면과 비조밀단면 사이의 단면을 가진 가새의 경우, 직선

보간을 통해 결정한 값을 허용기준에 곱한다.

4) 인장만 받는 가새의 경우, m 계수를 2.0으로 나눈다. 그러나 1.25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5) 쌍ㄱ형강, 강관, 파이프, 단일ㄱ형강의 경우, m 계수에 0.8을 곱한다. 

6) 쌍ㄱ형강, 강관, 파이프, 단일ㄱ형강의 경우, m 계수에 0.7을 곱한다. 

표 7.5.1 철골 중심가새골조의 m 계수

비선형절차를 위한 접합부별 모델링변수와 허용기준은 표 7.5.2와 같다.

7.5.4.2 비선형절차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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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재 및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rad.)

소성변형

잔류 

강도

비

거주 

가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

a b c

압

축 

가

새
1),2)

세장한 가새




≥ 





H형강, 

쌍ㄱ형강 면내좌굴3),

쌍ㄷ형강 면내좌굴3)

0.5 10 0.3 0.5 8 10

쌍ㄱ형강 면외좌굴3),

쌍ㄷ형강 면외좌굴3)
0.5 9 0.3 0.5 7 9

강관, 파이프 0.5 9 0.3 0.5 7 9

단일ㄱ형강 0.5 12 0.3 0.5 9 12

짧은 가새
4)




≤ 






H형강, 

쌍ㄱ형강 면내좌굴
3)
,

쌍ㄷ형강 면내좌굴3)

1 8 0.5 0.5 7 8

쌍ㄱ형강 면외좌굴3),

쌍ㄷ형강 면외좌굴
3)

1 7 0.5 0.5 6 7

강관, 파이프 1 7 0.5 0.5 6 7

중간 직선보간

인장 가새5),6),7)

H형강 10 13 0.6 0.5 10 13

쌍ㄱ형강 9 12 0.6 0.5 9 12

강관 9 11 0.6 0.5 8 11

파이프 8 9 0.6 0.5 7 9

단일ㄱ형강 10 11 0.6 0.5 8 10

인장을 받는 보, 기둥
5) 5 7 1.0 0.5 6 7

표 7.5.2 철골 중심가새골조의 비선형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1) ∆는 기대좌굴하중에서의 축방향 변형이다.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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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2) 건축구조기준의 철골특수중심가새골조를 위한 접합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허

용기준에 0.8을 곱한다. 다만, 접합부와 그 거동이 모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허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구조기준의 철골특수중심가새골조를 위한 조립가새부재의 단속긴결재 요구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 경우, 모델링 변수 a, b와 허용기준에 0.5를 곱한다.

4) 가새 단면이 건축구조기준의 강구조 내진설계에 있는 내진조밀단면이나 콘크리트충전 단

면인 경우에 이 모델링 변수와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가새단면이 비조밀단면인 경우 허

용기준에 0.5를 곱한다. 내진조밀단면과 비조밀단면 사이의 단면을 가진 가새의 경우, 직

선보간을 통해 결정한 값을 허용기준에 곱한다..

5) ∆는 기대인장항복하중에서의 축방향 변형이다. 

6) 인장만 받는 가새의 경우, 허용기준을 2.0으로 나눈다. 로드가새인 경우, 인장을 받는 파

이프에 해당하는 모델링 변수와 허용기준을 사용하나, 허용기준을 2.0으로 나눈다.

7) 건축구조기준의 철골특수중심가새골조를 위한 접합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거주가능”을 제외한 허용기준에 0.8을 곱한다. 다만, 접합부와 그 거동이 모델에 명시

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허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5) 지붕 아래 수평가새골조 또는 인장 로드(rod) 가새가 설치된 경우,

데크플레이트와 수평가새가 다이아프램의 전단력을 적절히 분배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수평가새가

다이아프램역할을 100 %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할 경우는 다이아프램의

전단력을 적절히 분배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① 수평가새의 경사는 지붕 경사와 동일해야 한다.

② 수평가새는 기존 골조에 용접 또는 볼트 접합되어야 한다.

거셋플레이트의 유무는 선택적이다.

③ 지붕에 설치된 인장 로드(rod) 가새는 턴버클들이 클레비스(clevis)

핀으로 연결된 로드들로 구성된다. 클레비스 핀은 양쪽 단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거셋플레이트에 볼트접합되어야 한다. 거셋플레이트는

강재보나 기둥, 벽체에 접합되어야 하며, 접합부의 강도는 로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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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7.6 경량지붕다이아프램

(1)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마감재로 마감되는 지붕의 경우 다이아프램 역할을

하는 경량패널, 데크플레이트, 또는 가새와 지진력저항시스템간의

접합부는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2) 수직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이 비탄성 연성거동을 발현할 때 다이아프램과

접합부는 탄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지진력 저항시스템과의 접합부는 용접이나 파스너로 접합되어야 하며,

다이아프램의 전단력을 수직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경량패널 또는 데크의 유닛이 다이아프램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할

경우, 길이방향 조인트(연결부)는 다이아프램 전단력 전달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추가, 수정]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

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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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이 장은 기존건축물 기초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지반조사, 구조해석을

위한 기초의 모델링 및 허용기준을 규정한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구조기준과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기초의

내진성능평가는 필요시 숙련된 지반공학기술자의 협력 하에 수행할 수 있다.

기초와는 별도로 지진에 의한 지질학적 부지재해(seismic-geologic site

hazard)가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지재해는 단층파쇄(fault rupture), 액상화(liquifaction),

산사태(landsliding), 홍수(flooding), 침수(inundation) 등을 포함한다.

(1) 지진위험도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

(2) 신설 및 기존 기초의 지지력 평가

(3) 필요시 대상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면 또는 옹벽의 내진

안정성 평가

(1) 시추조사

(2) 탄성파 탐사

(3) 필요시 기초형식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필요시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 8 장 기초 및 지반

8.1 일반사항

8.2 지반조사

8.2.1 지반조사의 목적

8.2.2 지반조사의 방법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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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해설

(1) 시추조사

① 필요 개소 : 내진 특등급 건축물은 부지 내 2개소 이상, 내진 1등급 및

2등급 건축물은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실시하며, 불리한 값을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시추조사는 가급적 대상 건물에 최대한 인접한

위치에서 실시한다. 기초의 지지력이 명기된 설계도서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② 표준관입시험 : 시추조사로 얻어지는 표준관입 시험값은 반드시 표준관입

시험기의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N60의 값으로 보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타

표준관입 시험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지반조사보고서에 시추 당시 조건을 상세히 명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추조사의 대체 : 특등급 건물의 1개소 및 내진 2등급 구조물에 한하여,

300m 이내의 기존 시추조사 자료나 국토지반정보 포탈시스템

(www.geoinfo.or.kr)을 활용하여 시추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암반까지

시추기록이 존재하여야 하며, 지층별 입도분포곡선과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2) 탄성파 탐사

①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결정에 필요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장탄성파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탐사 개소 요건은

(1)의 시추조사와 동일하다. 전단파속도가 명기된 설계도서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② 탄성파 탐사 깊이는 건축구조기준의 지반분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탄성파 탐사의 대체 : 특등급 건물의 1개소 및 내진 2등급 구조물에

한하여, 300m 이내의 기존 탐사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내진 2등급 구조물에

한하여 관입 저항값과 전단파 속도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통하여 전단파

속도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음 해식 (8.2.1)과 같이 국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4)(Sun et al., 2013, Pure and Applied Geophysics)을 활용할 수

있다.

  
 (해 8.2.1)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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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신설> (1) 기초의 안전성은 기초의 기대지지력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기초의

기대지지력은 지반조사에 의한 극한지지력으로 결정하거나 설계도서에

(3) 기초형식의 확인

①신뢰할 수 있는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부적인 기초의 평면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③미확인 기초의 추정은 건축 당시 가장 일반적인 설계방식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결과는 보수적인 내진성능평가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

(4) 부지특성 평가 방법

실내시험, 평판재하시험 등을 포함하여 대상 지반의 부지특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및 실내 반복시험방법은 각 시험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반 물성치를 획득하게 하고, 각 시험에서 결정 가능한 지반

물성치는 서로 다르다. 대상 구조물의 중요도, 시험장비의 가용성 지반조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반조사기법의 조합이 결정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각 시험에서 결정된 지반 물성치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대상 지반의

부지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내진등급
시추조사

최소개소

탄성파 탐사 

최소개소
비고

특등급 2 개소 2 개소

1개소는 300m 이내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 

또는 국토지반정보 포탈시스템 자료로 대체 

가능

1등급 1 개소 1 개소 -

2등급 1 개소 1 개소
300m 이내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 또는 

국토지반정보 포탈시스템 자료로 대체 가능

해표 8.2.1 지반조사 필요개소

8.3 기초의 지지력

[추가] 평가관련 타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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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명시된 허용지지력과 그에 포함된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8.3.1)

     (8.3.2)

여기서,

 : 얕은기초의 기대지지력 (MPa)

 : 설계도서에 명시된 얕은기초의 중력하중

설계용 허용지지력 (MPa)

  : 말뚝기초의 기대지지력 (kN)

 : 설계도서에 명시된 말뚝기초의 중력하중

설계용 허용지지력 (kN)

 : 강도감소계수로서 성능기반의 선형절차 및 비선형절차에

모두 1.0을 적용

(2) 허용지지력이 명시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고정하중의 1.0배와 활하중의 0.25배를 적용한 경우의 기초반력을

허용지지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설계 당시의 활하중을 조사하여 고정하중의 1.0배와 활하중의 1.0배를

적용한 경우의 기초반력을 허용지지력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증축된

건물의 설계 당시 활하중은 증축설계에 적용된 활하중으로 본다.

(4) (3)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중 하에서 침하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를 통해서 기초의 기대지지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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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얕은기초와 말뚝기초는 고정 지지점 또는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경계조건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경계조건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 강성과 강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상한치와 하한치에 대한 검토를 모두 수행한다.

상한치와 하한치 산정을 위해서 그림 8.4.1과 같이 변동계수 를

적용하며, 별도의 입증자료에 의하지 않는다면 독립기초에는 1.0을

적용하고, 말뚝기초에는 0.5 이상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1) 내진설계 시 기초의 허용지지력은 시추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요령에서는 극한지지력의

기댓값인 기대지지력을 사용하여 기초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ASCE

41-17에서는 기초의 기대지지력에 대한 추정치로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의 3배를 적용하거나 또는 기초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의 1.5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기초를 고정된 지지점으로

모델링 시 강도의 상한치(기대 지지력의 2배) 적용을 허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요령과 같이 허용지지력의 안전율 3을 적용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다.

(2) 허용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초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을 계산하는

경우에 안전측의 하중조합을 적용한다. 증축부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 설계

시 기초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는 가정 하에 적용 하중기준은 증축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8.4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기초지반의 모델링 

8.4.1 일반사항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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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a) 지반의 이상화된 완전탄소성 하중-변형 관계

(b) 기초의 하중

         (c) 강체로 가정한 기초의 독립적

스프링 모델

그림 8.4.1 유한한 강성을 갖는 기초의 모델링    

(1) 얕은기초를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경계조건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치수,

뭍힘깊이 및 지반의 물성 등을 고려하여 강성을 산정한다.

(2) 기초를 상호 연결하는 지중보가 있고, 지중보와 주각을 모델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를 회전단 경계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대 압축저항능력은 8.3에 따른 기대지지력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기대 들림저항능력은 해당 기초의 고정하중에 의한 복원력으로

간주한다. 복원력 산정을 위한 고정하중은 기대값으로서 하중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기대 모멘트저항능력은 기초저면의 접지압 분포를 고려한

8.4.2 얕은기초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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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소성한계상태의 모멘트 내력을 적용한다. 접지압의 분포에는 8.3에 따른

기대지지력을 적용한다. 기초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고려하며, 여기에는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을 모두 포함한다.

해설

(1) 얕은기초의 강성은 6자유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모델링하거나, 복수의

연직방향 스프링을 이용하는 Winkler 모델을 이용하여 축력과 전도의

커플링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기초가 지반에 비해 유연한 경우 기초 구조체를

별도로 모델링한다. 얕은기초를 6자유도의 스프링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각

자유도의 탄성강성은 다음 식 (해 8.4.1)로 산정할 수 있다.

   (해 8.4.1)

여기서

 : 지반에 접하는 얕은기초의 스프링 강성

 : 바닥이 지표면에 놓인 얕은기초의 스프링 강성으로서 해표

8.4.1에 따름

 : 얕은기초의 매입깊이를 고려한 보정계수로서 해표 8.4.2에 따름

  

해그림 8.4.1 얕은 기초의 치수 및 뭍힘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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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자유도1) 지표면 강성, 
2)

X방향 병진운동    





 

y방향 병진운동    




 




z방향 병진운동    





 

X방향 회전운동      

 





y방향 회전운동    

 



 

z방향 회전운동     



 

1) 해그림 8.4.1 참조

2)  ,  : 기초의 치수로서 해그림 8.4.1 참조

    : 기초의 유효전단탄성계수

   : 지반의 포아송(Poisson) 비

해표 8.4.1 얕은기초의 스프링 강성 산정을 위한 지표면 강성 

자유도
1)

매입깊이에 대한 보정계수, 
2)

X방향 병진운동     




· 
 


 

y방향 병진운동     

z방향 병진운동     







․


 

X방향 회전운동     








 






y방향 회전운동      

 


 


  

z방향 회전운동       





1) 해그림 8.4.1 참조

2)  ,  , ,  , : 기초의 치수 및 묻힘깊이로서 해그림 8.4.1 참조

해표 8.4.2 얕은기초의 스프링 강성 산정을 위한 매입깊이에 대한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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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1) 설계도서에 의해 지지층을 확인할 수 없는 말뚝기초는 얕은기초로

간주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2) 인장을 받는 말뚝의 강성과 강도는 말뚝머리와 말뚝의 연결 상세를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3) 말뚝기초를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경계조건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말뚝의

제원, 지반의 물성 등을 고려하여 강성을 산정한다.

(4) 압축 및 인장이 작용하는 말뚝기초의 기대 수직저항능력은 8.3에 따라

결정된 개별 말뚝의 기대지지력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 말뚝의

(5) 축력과 휨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얕은기초에는 휨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해그림 8.4.2와 같이 기초저면의 접지압 분포가 달라진다.

회전작용(rocking)이 지배적인 직사각형 얕은기초의 기대 모멘트저항능력은

해그림 8.4.2(c)의 소성한계상태를 가정한 식 (해 8.4.2)의 극한모멘트내력을

적용할 수 있다.

 

 



  (해 8.4.2)

여기서,

 : 수직력

 : 기초판의 길이(회전축에 직교하는 방향)

 : 기초판의 저면적

 : 기대지지력

(a) 초기상태 (b) 들뜸상태 (c) 소성한계상태

해그림 8.4.2 얕은기초에서 축력과 모멘트 조합에 따른 기초저면의 접지압 분포

8.4.3 말뚝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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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기대지지력은 구조요소의 공칭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무리말뚝의 기대 모멘트저항능력은 말뚝머리를 강체로 가정하여 개별

말뚝의 기대지지력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해설

(3) 무리말뚝의 축방향 강성과 강체회전 스프링 강성은 개별 말뚝의 축방향

강성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축방향 강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 8.4.3)

여기서,

 = 개별 말뚝의 축방향 강성

 = 포함된 말뚝의 수량

말뚝머리의 수평 축에 대한 강체회전 스프링의 강성은 개별 말뚝의 축방향

스프링을 이산 Winkler 스프링으로 보고 계산한다. 회전스프링상수 은 식

(8.4.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해 8.4.4)

여기서,

= n번째 말뚝의 축강성

= n번째 말뚝과 회전축 간 거리

무리말뚝의 횡강성은 무리말뚝 효과가 적절히 반영된 말뚝의 횡강성과

말뚝머리의 수동저항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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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경계조건을 고려한 해석결과로부터 산정된 수직 및 회전자유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2) 기초 구조체의 검토는 5장에 따르며, 5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1) 고정된 밑면으로 모델링된 얕은기초

① 작용력중 수직압축력은 힘지배요소, 그 외에는 변형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단 모두 기대지지력을 적용한다.

② 기대지지력은 8.4.2에 따라 산정한다.

③ 모멘트 및 들림에 대한 기초의 m 계수는 거주가능은 2.0, 인명안전은

3.0, 붕괴방지는 4.0을 적용한다.

④ 거주가능 이상의 성능을 평가 시 성능이 기초의 변위에 민감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

(2)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된 얕은기초

① 변형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기대지지력과 기대강성은 8.4.2에 따라 산정한다. 단, 들림에 대한

기대강성은 8.4.1에 따른 하한치를 적용한다.

③ m 계수는 기초의 형상과 작용하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들림이 발생하는 얕은기초는 연관된 구속조건을 해제하고 해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기초의 수직자유도에서 들림에 해당되는 변위가

발생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8.5 기초의 안전성평가

8.5.1 얕은기초

8.5.1.1 일반사항

8.5.1.2 선형절차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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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고정된 밑면으로 모델링된 얕은기초

① 힘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3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단, 기대지지력을

적용한다.

② 지지력은 8.4.2에 따라 산정한다.

③ 거주가능 이상의 성능을 평가 시 성능이 기초의 변위에 민감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

해설

(1)(2) 들림에 대한 저항력은 해당 자유도에서의 연직하중으로서 들림 발생

이후에도 중력은 계속 작용하여 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변형지배

작용으로 본다. 수직하중을 포함하여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반력을 들림저항능력과 비교한다.

(1)③ 밑면이 고정된 기초의 모멘트에 대한 m 계수는 ASCE 41-17의 수치를

도입하였다. 같은 기준에서 들림의 경우에는 모멘트의 2배 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ASCE 41-13을 참조하여 안전측으로 모멘트에 대한 m 계수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다만 ASCE 41-17에서는 수직압축력에 대해서

별도로 m 계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밑면이 유한한 강성으로

모델링된 경우에 수직반력이 수직저항능력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모멘트에 m

= 1.0을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접지압이 지지능력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응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요령에서는 수직압축력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2)③ 밑면이 유한한 강성을 갖는 얕은기초의 m 계수는 ASCE 41-17의 수치를

참고할 수 있다. ASCE 41-17에서는 직사각형 및 I-형 기초에 대하여

모멘트에 대한 m 계수 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의 형상과 크기 및

축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들림에 대한 m 계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3) 들림이 발생하는 기초는 지면과 유리되어 수평변위와 회전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한다. 다만 하중조건에 따라 들림 발생 여부 및 해당 기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속조건 변경 시 주의를 요한다.

8.5.1.3 비선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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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2)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된 얕은기초

① 변형지배 요소로 분류하고 토질역학 원리에 따라 비탄성 요소로

모델링하여 평가한다.

② 기대지지력과 강성은 8.4.2에 따라 산정한다. 8.4.1에 따른 상한치와

하한치를 각각 적용하여 해석한다.

(3) 들림이 발생하는 기초는 연관된 구속조건의 상실을 모델에 반영하여

해석한다.

(1) 말뚝기초에 작용하는 축력과 모멘트에 대하여 지반에 매입된 개별

말뚝이 안전하게 저항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초 구조체의 검토는 5장에 따르며, 5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해설

(1) 수직하중을 포함하여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반력을 들림저항능력과 비교한다.

(2) 밑면이 유한한 강성을 갖는 기초의 수직 및 회전성분은 ASCE 41-17에

따라 각각 이선형 및 삼선형 하중-변형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다. ASCE

41-17에서는 모델링 변수는 두 성분에 대해서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허용기준은 회전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고 성능수준은 회전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들림이 발생하는 기초는 지면과의 유리되어 수평변위와 회전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자유도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8.5.2 말뚝기초

8.5.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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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고정된 밑면으로 모델링된 말뚝기초

① 작용력 중 수직압축력은 힘지배요소, 그 외에는 변형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단 모두 기대지지력을 적용한다.

② 구성요소의 강도는 8.4.3에 따라 산정한다.

③ 모멘트 및 들림에 대한 기초의 m 계수는 거주가능은 1.5, 인명안전은

3.0, 붕괴방지는 4.0을 적용한다.

④ 거주가능 이상의 성능을 평가 시 성능이 기초의 변위에 민감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

(2)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된 말뚝기초

① 변형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② 구성요소의 강도와 강성은 8.4.3에 따라 산정한다.

③ 구성요소의 m 계수는 기초의 형상과 작용하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지반의 횡방향 강도를 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상부 구조물과 기초가

지반의 변위를 성능수준별 요구한도 안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1) 고정된 밑면으로 모델링된 말뚝기초

① 힘지배요소로 분류하고 4.3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단, 기대지지력을

적용한다.

② 구성요소의 강도는 8.4.3에 따라 산정한다.

③ 거주가능 이상의 성능을 평가 시 성능이 기초의 변위에 민감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

(2) 유한한 강성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된 말뚝기초

① 변형지배요소로 분류하고 비탄성 하중-변형 관계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한다.

② 구성요소의 강도와 강성은 8.4.3에 따라 산정한다. 8.4.1에 따른 상한치를

적용한 경우와 하한치를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③ 구조물과 기초가 해당 성능수준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면서 지반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8.5.2.2 선형절차

8.5.2.3 비선형절차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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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단독 지하주차장,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의 독립된 지하구조물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의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구조물의 안전성평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14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지진토압 산정시 유효지반가속도 의 2/3 대신에

이 요령에서 정의하는 성능목표별 지진위험도에 상응하는 지진위험도를

적용한다.

(2) 지하구조의 안전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기초면 하부만 고정된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상부구조의 평가는 추가적으로 지하구조가 고정된

모델 또는 지반의 강성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형해석절차의 경우에 식 (4.2.10)에서  와  각각에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14장에 따라 산정된 정적토압과 지진토압을 하중으로

포함하여 평가한다.

(4) 비선형정적절차의 경우에 우선 관성력에 의한 지진하중에 대한 비선형

정적을 수행하여 성능점을 산정한다. 성능점에서 지하구조물의 변위가

응답변위법 또는 다른 유효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지반의 예상변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토압을 가하여 해석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토압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의 14장에 따라 산정되는 정적토압과

지진토압을 고려하되 그 크기는 지하구조물의 변위가 지반의 예상변위를

초과하게 되는 수준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5) 비선형동적절차의 경우에 지하구조물 측면의 토사와 기반암 상부에서

기초하부까지의 토사를 해석모델에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6)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되는 정적토압과 지진토압의 조합 모두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수행한다.

8.6 지하구조의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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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해설

(2) 토압을 하중으로 작용시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면 하부만 고정된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하게되나 이 경우 구조물의 주기가 길어져서 관성력에 의한

지진하중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부구조는 별도로 지하구조가

고정되거나 지반의 강성을 반영한 모델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지진시 지반의 관성력에 의하여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설계지진토압은

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사)한국지반공학회, 2006),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사)한국지반공학회, 2015),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사)

대한건축학회, 2018)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4) 상부 및 하부구조에 작용하는 관성력은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성력은 성능점을 산정하여 최종 결정된다. 반면에

토압은 지반의 변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성능점에서의 지하구조물 변위가

지반의 예상변위 수준에 도달하면 성능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반의 예상변위는 (3)에서 제시한 문헌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a) 관성력에 대한 비선형정적해석             (b) 토압에 대한 추가 해석

해그림 8.6.1 비선형정적해석에 의한 지하구조의 내진성능평가

(관성력에 의한 지하구조 변위가 지반의 예상변위보다 작은 경우)

(6)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지하구조와 토사지반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여

편토압 형태로 하중이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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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 장은 건축, 기계/전기설비, 배관 등의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1)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 정의

(2) 비구조요소의 성능평가 방법

(3) 비구조요소의 해석적, 실험적 평가 절차

(4) 주요 비구조요소의 정의, 거동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건축구조기준에서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구조요소는 평가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서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비구조요소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는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 해석적 평가 : 평가자가 9.4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 내 비구조요소의

하중 및 변형요구량을 산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2) 실험적 평가 : 9.5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 9 장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9.1 일반사항

9.1.1 목적 

9.1.2 평가범위

[해설]

건축구조기준에서 지진시 낙하에 의해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량

비구조요소, 지진시 화재나 유출에 의해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한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건축물 내에 중요 비구조요소는 필수

내진설계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9.1.3 평가방법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 비구조요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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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3) 사양적 절차 : 해당 비구조요소의 공급자가 정밀해석 혹은 9.5의 규정에

의한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 관련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을 제출하고, 그에 적합하게 시공 및 유지관리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개별 비구조요소의 공인된 설계기준

또는 평가지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대상 구조물에 설치된 비구조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성능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존의 관련 도서가 있더라도 현장조사를 통해 비구조요소의 위치,

구조체와의 접합 상세 등을 파악하여 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9.1.2를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구조요소를 결정한다.

(3) 비구조요소의 목표성능을 제2장의 전체건축물의 성능목표에 부합하도록

9.2에 따라 정의한다. 이때 구조체와 비구조요소 성능수준간의 상호관계는

표 9.2.1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비구조요소의 성능 취약부를 9.3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판정한다.

(5)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 및 지진위험도에 따른 해석 및 성능평가 방법을

각각 9.4 및 9.7에 따라 결정한다.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은 표 2.1.3과 같이 기능수행, 위치유지, 인명안전의

3가지로 분류된다. 기능수행 수준은 비구조요소가 손상없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지진시 화재나 위험물질 유출등의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와 특등급 건물내의 비구조요소에 요구된다. 전체건축물의

성능목표와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의 관계는 표 2.1.1과

같다. 선택된 성능목표에 해당되는 주요 비구조요소별 허용기준은 이 요령의

9.5절에 제시한다.

9.1.4 평가절차

9.2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 비구조요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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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평가를 위하여 우선 대상 구조물의 비구조요소와 관련된 설계도면, 장치의

설치도면 및 현재 설치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비구조요소 및

장치의 설치시기는 구조물의 건설 시기와 다를 수 있으며, 주요

비구조요소 및 장치에 대해서 설치시기, 구조검토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1)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보수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①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비구조요소의 설치 유무 및 구조체와의 접합

방식

② 설치된 비구조요소 및 접합부의 내구성 저하 여부

③ 비구조요소가 전반적인 건축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④ 특정 비구조요소의 손상 또는 붕괴가 다른 비구조요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⑤ 특정 비구조요소의 손상 또는 붕괴로 인해 해당 구조물의 중요한

기능(지진 발생 후 피난시설로 활용되거나 재난 복구를 위해 중요한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직접적인 육안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① 비구조요소 및 정착부에 대한 상세 도면이 있는 경우, 각 비구조요소

유형별로 5%의 샘플에 대해 육안 평가를 실시한다. 육안 평가 결과

도면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샘플이 전체 비구조요소를 대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육안 평가 결과와 도면과의 차이가 크면, 최소한

10%의 샘플을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행한다.

② 비구조요소 및 정착부에 대한 상세 도면이 없는 경우, 각

비구조요소별로 최소한 10% 이상이 되도록 3개 이상의 샘플을 선정하고,

각 샘플별 상태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만일 각 샘플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면, 각 비구조요소별로 최소

20% 이상의 샘플을 선택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행한다.

9.3 정보수집 및 성능취약부 육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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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주요 비구조요소는 9.2절의 성능 목표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진하중은 9.4.2에 따라 산정하며,

변형 및 가속도는 9.4.3 및 9.4.4에 따라 계산한다.

(3) 해석적 방법이 아닌 실험적 방법에 의할 경우, 9.5절의 실험적 절차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4) 주요 비구조요소에 대한 성능목표별 허용기준은 9.7절에 따른다.

(1) 수평지진하중

비구조요소에 작용하는 수평방향 평가지진력 는 식 (9.4.1)에 의한

등가정적하중 또는 식 (9.4.4)에 의한 층지진하중에 의하여 산정한다. 는

비구조요소에 작용하는 가동중량과 함께 고려하되 축방향 및

축직교방향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비구조 외벽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9.4.1)

는 식 (9.4.2)에 의해 산정된 값을 초과할 필요가 없으며 식 (9.4.3)에 의해

산정된 값보다 커야 한다.

   (9.4.2)

   (9.4.3)

여기서,

9.4 해석적 평가절차

9.4.1 평가절차

9.4.2 평가지진력 산정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 비구조요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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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비구조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평가지진력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비구조요소의 반응수정계수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비구조요소의 증폭 계수

 : 성능목표의 지진위험도에 해당되는 단주기 스펙트럼 가속도.

 : 비구조요소의 가동중량, 가동중량은 비구조요소 자중과 함께

가동시에 부하되는 추가 중력하중을 포함한다.

 :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지붕층까지의 평균높이

 :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높이

  : 구조물의 밑면 이하에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경우

  : 구조물의 지붕층 이상에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경우

비구조요소에 작용하는 평가지진력 는 식 (9.4.1)을 대신해서

동적해석법에 의해 산정된 층가속도로부터 식 (9.4.4)에 의해 산정

가능하다. 비구조요소의 증폭계수,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및

구조물해석절차별 층가속도와 층가속도스펙트럼의 산정절차는

건축구조기준을 참고한다.

 


 (9.4.4)

여기서,

：비구조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평가지진력

：건물 i층의 층응답가속도. 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를 사용할 경우

는 해석결과에 의한 i층의 최대응답가속도이다.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사용할 경우 는 해석결과에 의한 i층의 층응답가속도이다. 이때, 7개

이상의 지진파가 사용된 경우 지진파별 최대응답가속도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미만의 지진파가 사용된 경우 지진파별

최대응답가속도중 최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설계지진파는 4.4.3에 따라 선정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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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비틀림 증폭계수

비구조요소의 축방향 및 축 직교방향에 대한 기본주기 는 비구조요소의

요소와 지지점, 스프링과 질량으로 이루어진 단자유도시스템으로써

해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다음 식 (9.4.5)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본주기 는 실험데이터 또는 적절히 입증된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4.5)

여기서,

 : 비구조요소의 기본주기

 : 비구조요소의 운전하중

 : 중력가속도

 : 요소의 무게중심에서 단위변위 당 하중으로 결정되는 요소,

지지점과 연결장치의 조합 강성

(2) 수직 지진하중

수직 지진하중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수직방향

평가지진력은 식 (9.4.6)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9.4.6)

(3) 하중 조합

비구조요소의 하중은 식 (9.4.7)의 하중조합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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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 (9.4.7a)

    ± (9.4.7b)

(4)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정의한 값을 고유한

값으로 적용한다. 다만 9.7에서 각 비구조요소의 요구 성능수준별로 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값을 적용한다.

   (9.4.8)

비구조요소가 수용하여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 식 (9.4.9) 및 (9.4.11)에 의해 산정하는 구조물의 상대변위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중요도계수

는 다음과 같이 변형 발생 시 비구조요소와 구조체의 관계에 따라서

달리 산정하여야 하며, 지진에 의한 횡변위는 다른 하중에 의한 변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동일 구조물 또는 구조시스템상의 수직 위치가 와 인 2연결점에 대하여

는 식 (9.4.9)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식 (9.4.9)에 의해 산정된 는

식 (9.4.10)에 따라 계산된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9.4.9)

  


(9.4.10)

9.4.3 변위 산정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 비구조요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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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독립된 2개의 구조물 또는 분리된 구조시스템상의 수직 위치가 각각 와

인 2연결점에 대하여 는 식 (9.4.11)에 따라 계산한다. 그러나 식

(9.4.11)에 의해 산정된 는 식 (9.4.12)에 따라 계산된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9.4.11)

 





(9.4.12)

여기서,

 : 비구조요소가 수용하여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 허용층간변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층고

 ,  ,  : 탄성해석에 의하여 계산된 값에 구조시스템의

변위증폭계수  값을 곱하여 구한 구조물  또는 에서 수직 위치 

또는 에서의 변위

 :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상부 부착지점  까지의 높이

 :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하부 부착지점  까지의 높이

 ,  : 구조물  또는 의 허용 층간변위

기계설비, 전기 및 전자설비 등 비구조요소 또는 내부장치가 가속도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비구조요소의 동적거동 특성을 반영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가속도를 산정하거나 식 (9.4.4)를 따라 약산으로

가속도를 산정한다.

9.4.4 가속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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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비구조요소와 부속품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9.4의 해석적

절차를 대신하여 실험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실험 방법은 동적실험 또는

정적실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진에 의한 비구조요소의 강성, 강도,

변형능력 등 동적거동 특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이 계획,

수행되어야 한다.

표 9.2.1에 따라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중 기계/전기

비구조요소는 다음 규정을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설계지진에 대해 기능유지가 요구되는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구동부분(active parts) 혹은 동력부분(energized components)은 진동대

실험을 통해 설계지진 후에도 정상작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중요도 1.5인 위험물질과 관련된 비구조요소의 경우 제조자는 정밀해석

또는 실험을 통해 설계지진시에도 위험물질이 유출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해석을 통한 증명은 움직이지 않는 비구조요소에만 허용하고

  을 적용한 지진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9.5 실험적 평가절차

[해설]

통신장비, 전원설비 등 기계와 전기설비의 기능수행은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되며 이때 사용되는 실험규약으로는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기준

기준(전파연구소 공고 2009-3호), AC156(Acceptance Criteria for Seismic

Certification by Shake-Table Testing of Non structural Components, 2010),

FEMA 461( Interim Protocols For Determining Seismic Performance

Charac teristics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Components Through

Laboratory Testing, 2007)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9.6 기능수행의 확인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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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주요 비구조요소별 성능수준의 정의 및 허용 기준은 9.7을 따른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하중산정시 요구되는 중요도계수()는

비구조요소별로 건축구조기준에 정의된 값을 따르되, 성능수준별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9.7절에서 별도로 정의된 중요도계수를 적용한다.

(1) 정의 및 범위

건물 외부에 접착된 외장재는 의장적 효과를 위해 본드, 몰탈 등 접착제를

이용해 구조체의 외부에 접착한 벽돌, 석재, 타일 및 유사한 외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에 앵커로 고정한 외장재는 벽돌, 석재,

프리패브 패널 등을 구조체의 외부에 앵커를 이용해 부착한 외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2) 부재의 거동

외부에 접착된 중량 외장재는 면내 방향으로는 변형에 민감하며, 면외

방향으로는 가속도에 민감하다. 벽돌이나 석재와 같은 중량의 외장재는

탈락 시 인명 손상이나 주차된 자동차 등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중량 외장재의 지지구조(접착제 및 앵커 등)는 9.4.2절에 제시된 산정식에

의한 지진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9.4.3절에 의해 산정된 변위각은

0.02 이내이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인명안전 수준과 동일하다.

③ 기능수행

중량 외장재의 접착제 및 앵커 등에 의한 지지구조는 9.4.2에 제시된

산정식 및 중요도 계수 를 1.5를 적용한 의한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9.4.3절에 의해 산정된 변위각은 0.01 이내이면서 동시에,

상대변위는 13 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9.7 비구조요소별 성능수준의 정의 및 허용기준

9.7.1 건축 비구조요소

9.7.1.1 외부에 접착 또는 앵커로 고정되는 중량 외장재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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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1) 정의 및 범위

칸막이벽은 수직방향의 비내력벽을 나타낸다. 조적조 등의 중량

칸막이벽의 내진성능평가는 이 요령 6장을 따르며, 이 절은 경량철골 및

목재 스터드로 뼈대를 구성하고 석고보드, 목재 및 금속재 패널 등으로

마감한 경량 칸막이벽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재의 거동

칸막이벽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와 변형에 모두 민감하다. 칸막이벽은

지진발생시 관성력에 의해 면외방향으로 전도되거나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 구조체에서 탈락하여 붕괴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경량 칸막이벽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인명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행하지 않는다.

② 위치유지

경량 칸막이벽은 위치유지 수준에 대하여 면외방향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9.4.3에 따라 산정된 상대변위에 따른 부재각이 0.02

이내여야 한다.

③ 기능수행

경량 칸막이벽은 기능수행 수준에 대하여 중요도 계수 를 1.5으로

적용한 면외방향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9.4.3에 따라 산정된

상대변위에 따른 부재각이 0.01 이내여야 한다.

(1) 정의 및 범위

이 절은 커튼월,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를 대상으로 한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하는 방식은 실런트 등을 이용하는 습식 공법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는 건식 공법 모두 적용된다.

(2) 부재의 거동

9.7.1.2 칸막이벽

9.7.1.3 커튼월,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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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커튼월,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의 지진거동은 우선적으로는 변형에

민감하나, 큰 가속도에 대해서는 유리의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인명안전

1) 일반사항

커튼월, 상점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인명안전 수중에 대하여 식

(9.7.1)의 상대변위 요구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13mm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  (9.7.1)

여기서,

 : 커튼월,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가 빠져 나오는

지진에 의한 상대 변위

 : 비구조요소가 수용하여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2) 예외

⒜ 식 (9.7.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골조로부터 충분한 틈새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와 골조간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  (9.7.2)

여기서,

：유리와 틀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게 되는 틀의

상대변위로서 유리높이에 대해 정의됨.

직사각형 유리틀일 경우 식(9.7.3)으로 산정한다.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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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사각형 창의 높이

 : 사각형 창의 폭

 : 수직 창 모서리와 프레임사이의 간격

 : 수평 창 모서리와 프레임사이의 간격

 : 비구조요소가 수용하여야 하는 상대 변위.

 산정시 유리 부재의 높이를 고려하야 한다.

⒝ 보도면으로부터 3 m 이하에 위치한 잘 제작된 통유리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②위치유지

1) 일반사항

커튼월, 상점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식 (9.7.1)의 상대변위

요구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13 mm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2) 예외

⒜식 (9.7.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변위에서 골조로부터 충분한

틈새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와 골조간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보도면으로부터 3 m 이하에 위치한 잘 제작된 통유리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③ 기능수행

1) 일반사항

커튼월, 상점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식 (9.7.4)의 상대변위

요구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13 mm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 × (9.7.4)

여기서,

 : 커튼월,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가 빠져 나오는 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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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의한 상대 변위

 : 비구조요소가 수용하여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2) 예외

⒜ 식 (9.7.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골조로부터 충분한 틈새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와 골조간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 보도면으로부터 3 m 이하에 위치한 잘 제작된 통유리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1) 정의 및 범위

매달린 천장은 천장에 매달린 프레임에 흡음보드 등이 조명이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설치된 통합천장을 나타낸다. 매달린 천장의 프레임은

M-Bar나 T-Bar등의 경량철골 또는 목재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부착되는 마감재는 흡음타일, 석고보드, 금속천장재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천장의 무게 는 천장 격자판, 천장 타일 또는 패널, 조명기구, 기타

천장에 수평지지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진력 는 천장 부착물을

통하여 건물 구조부재 또는 천장과 건물체 경계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상부 구조체에 수평지지되어 있는 벽체로 둘러싸인 매달린 천장의

면적이 13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구조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② 상부 구조체에 수평지지되어 있는 벽체로 둘러싸여 접합된 천장의

일정한 높이에 나사 또는 못으로 부착된 석고보드로 시공된 천장은 이

조항의 요구조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2) 부재의 거동

매달린 천장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와 변형에 모두 민감하다. 매달린 천장은

관성력에 의해 천장판이나 조명 등이 탈락되거나 벽체 등의 경계부와

충돌하여 매달린 프레임에 손상이 발생한다. 적절하게 브레이스 처리되지

9.7.1.4 매달린 천장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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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않은 천장은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여 스프링클러 등 천장에 설치되는

다른 비구조요소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인명안전의 성능수준에서 매달린 높이 600 mm 미만의 천장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한 수행하지 않는다. 600 mm 이상의

매달린 천장에 대해서는 9.4.3에 따라 산정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위치유지의 성능수준에서 600 mm 이하의 매달린 천장은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00 mm 이상의 매달린 천장에

대해서는 9.4.3에 따라 산정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능수행

기능수행의 성능수준에서 600 mm 이하의 매달린 천장은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00 mm 이상의 매달린 천장에 대해서는 9.4.3에 따라 산정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시 천장에

포함된 소방설비 등 다른 비구조요소의 기능손상을 야기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정의 및 범위

이중바닥은 슬래브와 바닥 마감 사이에 배선이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둔 시스템으로, 바닥패널과 그것을 지지하는 수평 및 수직

프레임의 한 모듈로 구성된다. 이중바닥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이나 강재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바닥패널은 금속과 몰탈, 목재 등으로 이루어진

부재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중바닥의 무게 는 바닥시스템의 무게,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무게의 100%, 그리고 바닥에 지지만 되었고 고정은 되지 않은 모든

9.7.1.5 이중바닥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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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장비무게의 25%를 포함한다.

액세스 플로어 및 그 상부에 설치되는 전기 및 통신설비의 기능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파연구소의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과 같은

국가 공인 시험 절차에 따를 경우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재의 거동

이중바닥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와 변형에 모두 민감하다. 이중바닥은

슬래브와 적절히 앵커링이 되지 않은 경우 전도될 수 있고, 프레임간

연결이 느슨할 시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이 탈락할 수 있다. 또한 벽체

등과의 경계부와 충돌하여 프레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량의

설비 장치가 슬래브에 직접 고정되지 않고, 이중바닥 패널 상부에만

고정될 경우 전도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인명안전의 성능수준에서 이중바닥에 대한 평가는 불필요하다.

② 위치유지

위치유지 성능수준에서 이중바닥은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기능수행

기능수행의 성능수준에서 이중바닥은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 정의 및 범위

파라펫은 공간 구분을 위해 옥상 상부 등에 설치되는 조적조 등으로

구성되는 비내력 벽체로 정의된다.

(2) 부재의 거동

중량 파라펫의 거동은 면외방향 가속도에 민감하다. 특히 옥상 등에

설치되는 조적 파라펫은 면외방향의 전도에 의한 붕괴 위험이 높다.

(3) 허용 기준

9.7.1.6 중량 파라펫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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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① 인명안전

중량의 파라펫은 면외방향에 대하여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인명안전 수준과 동일하다.

③ 기능수행

중량의 파라펫은 면외방향에 대하여 9.4.2에 제시된 산정식 및 중요도

계수 를 1.5을 적용한 지진 하중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의 및 범위

기계장비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건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뜻하고, 각각의 허용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① 2 kN 이상의 모든 장비

② 9.4.1.1절에 따라 계산된 지진하중이 적용되는 1.5 이상의

전도안전계수를 가지지 않는 0.5 kN 이상의 비고정 기계장비

③ 천장, 벽 또는 1.2 m 이상 높이에서 부착된 0.1 kN 이상의 기계장비

④ 다음을 포함한 건물 유지관리 장비

⒜ 보일러 및 용광로

⒝ 컨베이어

⒞ 진동피해가 없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HVAC 시스템 장비나

덕트 배관에 장착된 HVAC 시스템 장비

(2) 부재의 거동

기계장비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에 민감하다. 기계장비는 지진 발생 시

장착된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전도, 탈락할 수 있으며 이때, 인명안전이

위협되므로 위치유지 성능수준과 인명안전 수준을 동일하게 둔다. 일부

지진 이후 기계설비의 기능수행이 요구될 경우 엔지니어가 기능수행에

9.7.2 기계/전기 설비 비구조요소

9.7.2.1 기계장비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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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맞는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평가가 필요한 기계장비는 기계장비를 고정하는 앵커수준으로 평가한다.

기계장비를 고정하는 앵커는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인명안전 성능수준과 동일하다.

③ 기능수행

기계장비를 고정하는 앵커는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화재진압장비와 같은

인명안전에 필요한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기능수행 성능수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정의 및 범위

전기 및 통신설비는 전기실이나 건물안의 기타 공간에 위치한 패널보드,

베터리랙, 제어센터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와 통신설비를 의미한다. 또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장비 및 설비를

뜻하고, 각각의 허용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① 0.5 kN 이상의 모든 설비 및 장비

② 9.4.1.1절에 따라 계산된 지진하중이 적용되는 1.5 이상의

전도안전계수를 가지지 않는 0.5kN 이상의 비고정된 설비 및 장비

③ 천장, 벽 또는 1.2m 이상 높이에서 부착된 0.1 kN 이상의 설비 및

장비

④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및 통신설비

전기 및 통신설비의 기능수행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파연구소의

전기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과 같은 국가 공인 시험 절차에 따를 경우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7.2.2 전기 및 통신설비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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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2) 부재의 거동

전기 및 통신설비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에 민감하다. 전기 및 통신설비는

설치된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짐, 또는 전도로 탈락 및 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기 배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평가가 필요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인명안전 성능수준과 동일하다.

③ 기능수행

기계장비를 고정하는 앵커수준은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 및 통신설비의 경우 기능수행 성능수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정의 및 범위

압력배관은 소화배관을 제외한 증기단계에서 700 Pa 이상의 압력을

나타내는 유체를 운반하는 모든 배관에 적용된다.

(2) 부재의 거동

일반적인 압력배관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에 민감하다. 압력배관이 구조재를

관통하는 경우 가속도와 변형을 모두 고려하여야한다. 압력배관은

구조재와의 거동 특성 차이로 인하여 배관 자체의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과 배관 사이의 접합부와 압력배관을 설치하는 장치

시스템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압력배관의

가장 일반적인 파괴형상은 부적절한 지지부에 의한 파손이나 브레이스의

손상이다.

9.7.3 배관

9.7.3.1 압력배관 



내진성능평가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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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평가가 필요한 압력배관은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닥 등을 통과하는 압력배관의 경우 9.4.3에 제시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인명안전 성능수준과 동일하다.

③ 기능수행

기계장비를 고정하는 앵커수준은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닥 등을

통과하는 압력배관의 경우 9.4.3에 제시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정의 및 범위

소화배관은 0.45~1.5 kN/m 이상의 무게를 갖는 주 배관과 30 N/m의

무게를 갖는 가지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을 포함한다. 소화배관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산정된 지진하중이 9.4.2에

제시된 지진하중보다 작을 경우 이 요령의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따른다.

(2) 부재의 거동

소화배관의 지진거동은 가속도에 민감하다. 소화배관은 구조재를 통과하는

경우 가속도 및 변형을 모두 고려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압력배관과

동일한 손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소화배관의 가장 일반적인

파괴형상은 부적절한 지지부나 브레이스의 손상, 스프링클러 헤드로 인한

인접한 자재와의 공동 손상 등이다.

(3) 허용 기준

① 인명안전

9.7.3.2 소화배관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

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

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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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평가가 필요한 소화배관은 9.4.2에 제시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닥 등을 통과하는 소화배관의 경우 9.4.3에 제시된

상대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위치유지

평가가 필요한 소화배관은 9.4.2에 제시된 산정식에 중요도 계수 를

1.5로 적용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기능수행

위치유지 성능수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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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항목 비고

건축물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명

허가년도/준공년도

설계도서확인여부

설계기준

내진설계여부

용도와 기능 

표 A.1 평가대상 구조물에 대한 정보요구사항

부록 A. 보고서의 구성

내진성능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물에 대한 정보

② 구조해석 모델 및 가정 사항

③ 부재별 평가결과

④ 최종 판정결과 및 결론

상세평가 보고서는 구조해석에 대한 방법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석모델내 구조요소

의 m계수 혹은 비선형모델링 파라메터와 허용기준의 산정근거가 반드시 제시

되어야 한다.

상세평가시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할 구조물의 정보는 표 A.1과 같으며, 구조

해석모델 및 부재별 평가결과에 제시되어야 할 항목은 표 A.2와 같다.

지진력작용시 구조부재의 거동 및 파괴모드는 작용하는 축력과 단면의 배근

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평가결과는 부재별 m 계수 및 비선형 모델링 파라메터의 설정에 따라 그 결과

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특히, 비선형해석의 경우는 평가결과의 오류를 판단

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부록 C에 제시된 부재별 파괴모드분류표를 통해 실제

지진하중(=1.0,   인 경우)에 대한 정적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평가결과

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파괴모드분류표는 상세평가시 모델링 및 해석결과

의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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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대지위치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

연면적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성능목표

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종류 및 근거

지반증폭계수

건물형상-평면비정형성

건물형상-수직비정형성

구조 변경에 

대한 정보

수직증축에 대한 정보

수평증축에 대한 정보

E.J에 대한 정보

1) EJ의 수 및 도면표기 여부 

   (위치 번호부여 필요):

2) EJ별 인동 간격

기타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하중 정보

건물 층별 면적 

및 중량

(하중계수없이 

순서대로 기재)

00층 바닥

하중 (kN)
고정하중:

활하중:

면적 (m
2
)

단위면적당 하중 

(kN/m
2
)

고정하중:

활하중:

지붕층

하중 (kN)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면적 (m
2
)

단위면적당 하중 

(kN/m
2
)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총중량 (kN)

고정하중:

활하중:

설하중:

구조형식 및 

상세

지진력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1층 기둥면적 합 (m
2
)

1층 벽체면적 합 (m
2
)

X-방향:

Y-방향:

재료의 상태와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

재료상태:

결정방법:

설계기준강도:

철근

재료상태:

결정방법:

설계기준강도:

조적끼움벽체

재료상태:

결정방법:

설계기준강도:

주요 비구조요소
조적 또는 중량 칸막이벽

(채움벽, 허리벽, 날개벽)

위치:

치수: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비구조요소)을 위한 검토사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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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재료 및 상태:

접합:

마감재의 종류 및 두께:

매달린 천정

무거운 조명기구

대피경로상의 비상계단

대피경로상의 캐노피

위험물질저장설비

비상유도등

가스관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재난대피시설 기능의 유지를 

위한 비구조요소 (필요시)

기초구조

기초구조 기본정보

유형: 

치수:

위치:

재료:

시공방법:

시추조사
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지반조사보고서

기초 설계하중의 적절성

항목 비고

모델링 

공통사항

우발 편심의 고려

각층 질량중심 좌표:

각층 지진하중 작용점 좌표:

각층 건물 길이(방향별):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유효강성

(비균열강성의 비율로 작성)

보:

기둥:

벽체:

섬유요소:

기둥 전단강도 적정성
평가식의 적정성:

간격이 큰 전단보강근의 반영 방법:

보-기둥 접합부 전단강도 적정성 평가식 적정성:

전단벽 강도 적정성
휨강도 평가방법의 적정성:

전단강도 평가식의 적정성:

조적벽 모델링의 적절성

요소의 유형:

강성: 

강도:

선형절차 동적 특성

방향별 1차모드 주기

포함된 진동모드의 수량(동적해석시)

방향별 질량참여율 합계(동적해석시)

표 A.2 상세평가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할 구조해석모델 및 평가결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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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모드조합법(필요시)

반응수정계수 R=1.0 적용 확인

강도감소계수    적용 확인

밑면전단력 및 층별전단력
X방향: 

Y방향: 

최대변위
X방향: 

Y방향: 

최대층간변위
X방향: 

Y방향: 

주요 부재의 m계수  

기둥

보

벽체

기초

접합부

조적끼움벽체

DCR평가결과

층간변위 평가결과

층별 최대값, 해당 하중조합 및 허용치

X방향:

Y방향:

비선형 

정적절차

하중조합

반응수정계수 R=1.0 적용 확인

강도감소계수    적용 확인

재료강도 적용
변형지배형 거동:

힘지배형 거동:

비선형 모델링 파라메터 선정 시 고려된 사

항 요약

보

기둥

접합부

전단벽

조적벽체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을 고려한 전단강도 

검토 수행

기둥:

보:

고차모드 영향 검토

1) 모드 질량참여율 합이 전체질량의 90%

인 해석모델의 각층 밑면전단력, 

2) 1차모드만을 사용한 각층 밑면전단력.

3) 1)이 2)의 130% 이상 여부 확인

구조해석모델에서 제외된 주요 비구조요소

다축가진효과의 반영

성능점의 밑면전단력

X방향:

Y방향:

직교방향 30% 변위의 밑면전단력

X방향:

Y방향:

성능점산정방법 ATC40, ATC55, 변위계수법 등

횡하중 수직분포

수렴조건과 스텝크기
X방향:

Y방향:

최대밑면전전단력 및 해당 변위(또는 미형

성 여부)

X방향:

Y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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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단일 스텝에서 최대강도의 20% 이상 강도

저하 변위

X방향:

Y방향:

성능점 변위

층간변형각 평가결과

주요 방향별 허용기준 적용 구조시스템

주요 방향별 허용기준

층별 평가결과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

률 평가결과

수직부재

주요 방향별 수평부재

평가지진별 붕괴 부재
평가지진:

수량 및 위치:

설계밑면전단력 및 초과강도비
X방향:

Y방향:

비선형 

동적절차

하중조합

반응수정계수 R=1.0 적용 확인

강도감소계수    적용 확인

재료강도 적용
변형지배형 거동:

힘지배형 거동:

비선형 모델링 파라메터 선정 시 고려된 사

항 요약

보

기둥

접합부

전단벽

조적벽체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을 고려한 전단강도 

검토 수행

기둥:

보:

구조해석모델에서 제외된 주요 비구조요소

적용 지진파 목록

지진파 조정방법 및 조정결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조정결과

다축가진효과의 반영
3차원 해석 여부

직교하는 지진파의 동시 적용 여부

감쇠비
감쇠모델

1차 및 주요 고차 모드의 감쇠비

비선형시간이력해석 알고리즘

수렴조건과 스텝크기

개별 및 평균 최대밑면전전단력
X방향:

Y방향:

개별 및 평균 층간변위
X방향:

Y방향:

층간변형각 평가결과

주요 방향별 허용기준 적용 구조시스템

주요 방향별 허용기준

주요 방향별 각층 평가결과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

률 평가결과

수직부재

주요 방향별 수평부재

평가지진별 붕괴 부재
평가지진:

수량 및 위치:

설계밑면전단력 및 초과강도비
X방향:

Y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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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록 B는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는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내진

성능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된 보고서의 예시이다.

요약보고서는 내진성능평가시 중요정보만을 추출한 보고서이므로 본 보고서 혹

은 부록을 통해 요약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 및 결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

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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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용역명   xx 대학교 xx 캠퍼스 내진성능평가

건물명   xx 대학교 xx 캠퍼스 인문관

주소   xx 시 xxx 동 

용도   교육시설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1등급

성능목표 (재현주기-성능수준)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고

지반조건   Sc

지반조건 판

정근거

지반조사 혹은 

신축시 설계도서 
지반조사결과 

평균전단파속도 640 m/s 혹은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값 : 30

적용된 평가

절차

적용한 평가절차 모두 기입 : 예) 예비평가,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선형동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적용된 지역

계수
  0.22 혹은 0.176 

신축줄눈의 

유무
1개소 신축줄눈의 유격 50mm 

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예시) 

신축줄눈으로 구분된 구조물 1(좌측)은 설계지진시 인명안전을 만족하였으며 

최대고려지진시 붕괴방지를 만족하였음. 

신축줄눈으로 구분된 구조물 2(우측)은 설계지진시 인명안전을 만족하였으며 

최대고려지진시 붕괴방지를 만족하였음. 

따라서 목표는 만족하였으나 연직하중 문제가 있어 부분보강 필요. 

* 부록에 지반조사보고서 첨부

부록 B.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예시

1. 기본정보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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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대상구조물    xx 대학교 xx 캠퍼스 인문관

층수
지상 5층 지하 1층, (기울어진 대지일 경우) 북쪽진입시 지상 5층 지하 1층, 

남쪽진입시 지상 4층 지하 2층

건축연도 1992년 증축여부 1회증측, 해당사항 없음

증축연도 1995년, 해당사항 없음 증축부의 위치 5층

현장조사에

서 나타난 

설계도서와 

실제구조물

과의 차이점 

- 설계도에는 X3-Y3기둥이 800*800 사각형단면이나 실제로는 지름 800의 원

형기둥임. 

- 2층 좌측부가 강의동으로 설계되었으나 창고로 사용됨. 

재료강도 평균강도 (MPa) 공칭(하한)강도 (MPa) 근거

콘크리트강

도
21 (증축부 24) 18 (증축부 21) 반발경도법, 코어테스트 

철근강도 350 320 연도별기본재료강도

조적강도

평면의 형태 사각형, 혹은 돌출부나 곡선부가 있을 경우 기입

입면의 형태 비정형없음, 1층 필로티

기초의 형태 독립기초

지내력

허용지내력 (kN/m2) 극한지내력 (kN/m2) 근거

300 900
표준관입시험결과를 지

내력으로 환산

* 부록에 현장조사 보고서 혹은 결과 첨부

2. 건축물 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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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그림 B.1 평면도 제시 예시

* 각 층 평면도, 기초도면 표시

3. 도면 

3.1 평면도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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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 도면상 채움벽과 허리벽의 위치 및 현장조사에 따른 상태판정

보고서 페이지

층수 위치 종류 높이 두께 상태판정

2층 X2~X4/Y12 채움벽 1.0B 보통

1층 Y1~Y2 허리벽 960 1.0B 양호

* 부록에 현장조사 보고서 혹은 결과 첨부

부재 기호 개수 단면크기 수직근 수평근 비고

부재 기

호
개수 순높이

단면크

기
주근 횡보강근 비고

C1 10 2500 500x500 8-D25 D10@300 피복두께 70mm

C2 5 1500 500x500 8-D25 D10@300 허리벽

- 기둥

* 비고에는 현장조사 (혹은 공시체시험)를 통해 나타난 특기사항을 기술

- 벽체

3.2 입면도 

* 입면도 표시

3.3 채움벽, 허리벽 일람표

3.4 1층 수직부재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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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RW1 1 3000x200 D13@200 D10@300 피복두께 50mm

* 해석모델에 적용된 층별 혹은 용도별 고정하중, 활하중 제시. 아래는 한 예시임.

그림 B.2 해석모델 적용하중 제시 예시

4. 하중 및 해석모델

4.1 고정하중 및 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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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면적 고정하중 활하중

지붕층

5층 바닥

4층 바닥

3층 바닥

2층 바닥

합계

* 해석시 고려되는 층별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합

* 고정하중 계산결과로부터 조적 혹은 칸막이벽이 고려되었는지 확인가능

해석모델 그림 캡쳐

* 모델링 방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해석모델그림 삽입

* 예) 지중보포함후 핀지지, 혹은 지중보 무시후 고정단 등

4.2 층별하중일람  

4.3 지하층, 1층기둥하단부 모델링 방법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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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고유치해석결과

그림 B.3 고유치 해석 결과 제시 예시

* 사용된 평가절차별 요구조건 만족여부 검토 (해그림 4.2.1 참조)

* 선형절차의 경우 DCR 및 비정형성 검토

* 비선형 정적해석이 사용될 경우 모드 참여율이 90%인 해석모델의 층전단력과 1

차모드만 사용한 경우 층전단력비교

* 기본정보표에서 “적용된 평가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결과를 해당 포맷에

맞줘 결과위주로 정리, 수행하지 않은 평가절차는 생략

* 예비평가,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의 6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목표성능에 해당하는 예비평가시트 삽입

4.4 주기 및 참여율

4.5 평가절차별 요구조건 만족여부 검토 

5. 평가결과 

5.1 예비평가

5.1.1 목표성능 : 2400년-붕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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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예비평가시트

* 해당 목표성능에 해당하는 예비평가시트 삽입

예비평가시트

번

호
하중조합

밑면전단력 최대층간변형각

X Y X Y

1
1.1(1.0D+0.25L)+1.0Ex+0.3E

y

2

3

4

5.1.2 목표성능 : 1400년-인명안전

5.2 선형정적절차 

5.2.1 목표성능 : 2400년-붕괴방지

5.2.1.1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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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결과검토 하중조합 2번에서 X방향 횡변위가 허용치를 초과

층
하중조

합

수평부재 수직부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여부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여부

Roof 1 1 O -

3F 1 1 O 0.96 O

2F 1 1 O 0.92 O

1F 1 1 O 0.73 X

Roof 2

3F 2

2F 2

1F 2

결과검토 하중조합 1, 1F에서 목표성능(LS)에 해당하는 연직하중저항능력 미달 

* 아래와 유사하게 표로 작성

* 부록에 해석결과, 부재별 m계수, 평가결과(성능수준만족여부) 첨부

기초 지지력 지지력 산정근거 작용력 작용력산정방법 판정

* 부록에 해석결과 첨부

5.2.1.2 연직하중 저항능력

5.2.1.3 기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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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F1 3000 극한지내력*기초면적 1500 하중조합1번 안전

결과검토 F2 기초에서 기초의 지지내력 초과 혹은 인장력 발생

5.2.2 목표성능 : 1400년-인명안전

5.2.2.1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5.2.2.1 연직하중 저항능력 

5.2.2.2 기초검토

* 붕괴방지와 유사하게 작성

5.3 선형동적절차 

* 선형정적절차와 동일한 양식 사용가능 

5.3.2 목표성능 : 240년-붕괴방지

5.3.2.1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5.3.2.1 연직하중 저항능력 

5.3.2.2 기초검토

5.3.2 목표성능 : 1400년-인명안전

5.3.2.1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5.3.2.1 연직하중 저항능력 

5.3.2.2 기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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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그림 B.4 고유치 해석조건 제시 예시

* 비선형정적절차 적용시 사용된 정보를 표로 작성 혹은 해당 화면을 캡쳐

- 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석모델에 고려 여부

- 횡하중 패턴

- 수직하중 고려여부

- P-delta/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 해석 step의 수

- 성능점 산정 알고리즘 : ATC-40, FEMA 440, 변위계수법

- Strunctural Behavior Type : Type A, B, C

5.4 비선형정적절차

5.4.1 해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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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하중방향 +X방향

변형된 형상이면 더 좋음.

SD SA D V 유효주기 유효감쇠비

성능점의 

* 아래와 같이 푸시오버해석결과 하나당 2페이지로 정리.

5.4.2 목표성능 : 2400년-붕괴방지

5.4.2.1 방향별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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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위치

최대내력점

허용층간변위각 0.7%

혹은 표로 작성

* 동일하게 +Y방향, -X방향, -Y방향 결과 삽입

* 표로 작성

* 아래와 유사하게 작성

* 4.3.4의 다축가진효과규정에 따라 하중효과(힘지배거동의 경우 직교방향+

해석결과의 30%가 조합된 후 평가되어야 함에 주의

* 부록에 해석결과(변형지배거동의 경우 소성변형량, 힘지배거동의 경우 +

부재력), 부재별 허용기준, 평가결과(성능수준만족여부) 첨부

5.4.2.2 연직하중 저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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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층
하중조

합

수평부재 수직부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여부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만족여부

Roof 1 1 O -

3F 1 1 O 0.96 O

2F 1 1 O 0.92 O

1F 1 1 O 0.73 X

Roof 2

3F 2

2F 2

1F 2

결과검토 하중조합 1, 1F에서 목표성능(LS)에 해당하는 연직하중저항능력 미달 

기초 지지력 지지력 산정근거 작용력 작용력산정방법 판정

F1 3000 극한지내력*기초면적 1500
성능점에서의 지

점반력
안전

결과검토 F2 기초에서 기초의 지지내력 초과 혹은 인장력 발생

* 부록에 해석결과 첨부

5.4.2.3 기초검토

5.4.3 목표성능 : 1400년-인명안전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기초검토)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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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비선형동적절차 적용시 사용된 정보를 표로 작성 혹은 해당 화면을 캡쳐

- 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석모델에 고려 여부

- 사용지진파의 개수 및 명칭

- 가속도스펙펙트럼과의 matching 방법 : Amplitude scaling,

spectral matching, 혹은 부지응답해석

- 가속도스펙펙트럼과 비교 그래프

- 초기 중력하중

- 초기 감쇠비 및 감쇠모델의 종류 (2.5% 레일리 감쇠 혹은 모드감쇠)

* 성능수준별 평균최대 밑면전단력, 최대층간변위각,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분담률 등

* 평가의 결론

* 평가절차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최종결론

5.4.3.1 밑면전단력 및 횡변위

5.4.3.1 연직하중 저항능력 

5.4.3.2 기초검토

5.5 비선형정적절차+선형동적절차

*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5.6 비선형동적절차

5.6.1 해석조건  

5.6.1 평가결과 

6. 결론

7. 부록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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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 부재번호가 표시된 도면

* 부재별 해석결과(부재력 혹은 변형량), m계수, 비탄성변형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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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상세평가에서는 일반 구조설계와 다른 해석절차가 사용된다. 이 절차를 정

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력의 전달경로와 그 경로상에 있는 구조부재의

변형, 비탄성거동이 발생하는 위치, 힘과 비탄성변형의 관계 등 지진시 구조

물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거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선형절차의 경우 선형해석결과로부터 비선형 거동을 추정하여 성능평가

를 수행하며, 비선형절차의 경우 잘못된 모델링이나 해석상의 오류들을 파악

할 수 있다. 성능기반설계 혹은 내진보강을 위한 평가에서는 설계자의 가정

을 검증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제 3자 검토가 요구된다. 효율

적인 검토를 위해서 상세평가 보고서는 구조해석에 대한 방법 및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석모델내 구조요소의 m계수 혹은 비선형모델링 파라메터와 허

용기준의 산정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수직부재 사전평가는 구조물

의 내진성능에 중요한 부재를 파악하고 비선형 해석결과의 적정성을 개략적

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진력작용시 구조부재의 거동 및 파괴모드는 작용하는 축력과 단면의 배

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구조물전체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파괴모드는 연

성적인 휨 항복이 고르게 발생하면서 충분한 소성변형과 횡변위 발생이후

붕괴 메커니즘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성적인 거동 특히 수직부재의

전단파괴 발생여부는 자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수직부재 사전평가에서는 전체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층의 수

직부재를 대상으로 먼저 단면의 형상과 배근을 통해 전단파괴 발생가능부재

를 파악하고, 중력하중만 작용할 경우와 지진하중이 같이 작용할 경우 탄성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중요부재 즉, 축력의 변동이 커 인장력이 작용할 가

능성이 있는 부재, 그리고 횡하중 부담 비율이 큰 부재를 판별한다. 이 자료

는 평가자 혹은 검증자가 부재의 모델링 변수의 적정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다.

부록 C. 수직부재 사전평가

C.1 개요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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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수직부재의 파괴모드는 한계상태해석(limit analysis)의 개념에 따라 분류한

다.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둥과 벽체의 전단강도 산정

간략 파괴모드 평가시에는 보수적으로 전단철근과 축력의 영향을 무시하고,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만을 사용한 다음 식을 사용한다.

    (1)

상세 파괴모드 평가시에는 기둥과 벽체의 전단강도는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

는 수식, 즉 식 (5.4.5)과 식 (5.5.2)로 평가한다.

2) 기둥과 벽체의 기대휨강도 및 유효전단력 산정

기둥의 경우 양단부에서 소성힌지 발생시 작용하는 유효전단력은 다음 식

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2)

여기서,   과  은 기둥 상부와 하부 소성힌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

점의 기대휨강도이다. 는 기둥의 순길이로서 허리벽이 존재할 경우 허리벽

의 높이는 제외한다.

전단벽과 분절벽체에 작용하는 최대전단력은 휨모멘트강도를 이용해서 결

정한다. 캔틸레버처럼 거동하는 전단벽은 벽체 전체 높이에 걸쳐 등분포로

횡하중이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벽체 하단의 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요구되

는 횡하중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을 최대전단력으로 결정한다. 분절벽체의 경

우에는 양 단부에서 각각 정, 부 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발생되는 전단력을

사용한다.

C.2 파괴모드의 평가 
[추가] 개정 시설물안전법(내진성능평

가 검증),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

합성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검증을 위한 검토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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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둥과 벽체의 기대휨강도 는 평균재료강도가 적용된 경우 부재의 휨강

도이다. 간략 파괴모드 평가시에는 보수적으로 축력이 0인 경우의 휨강도를

사용한다. 상세 파괴모드 평가시에는 일반적인 휨이론 즉, 휨 부재에 적용되

는 단면의 평면유지 가정과 철근의 탄소성거동 및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

여 압축최연단의 변형도가 종국변형도(0.003)에 도달할 때의 축력과 모멘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파괴모드 분류

모든 기둥 및 벽체부재는 표 5.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 휨 파괴(전단 파괴 발생 없이 휨 파괴하는 경우),

ii: 휨전단 파괴(휨 항복 이후 전단 파괴하는 경우),

iii: 전단 파괴(휨 항복 없이 전단 파괴하는 경우)의 세가지 파괴모드로 구분

되어 평가해야 한다.

기둥의 경우 소성힌지구간에서 횡보강근이  ≥ 이고 ≤ 인 경

우에만 파괴모드 i로 분류할 수 있다.

전단강도비( )

135° 갈고리가 

사용되고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진상세로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90° 갈고리를 가진 

폐쇄형 띠철근이 

사용된 경우

그 외(겹침이음된 띠철근 

포함)

0.6 미만인 경우 i ii ii

0.6 이상 1 미만인 

경우
ii ii iii

1 이상인 경우 iii iii iii

1) 소성힌지구간에서 횡보강근이  ≥ 이고 ≤ 인 경우에만 파괴모드 i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파괴모드 ii로 분류함

표 5.4.1 횡보강근 상세에 따른 RC기둥의 파괴모드 분류

1층의 모든 기둥과 벽체에 대해 먼저 구조해석없이 간략 파괴모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C.1과 같이 정리한다. 기둥 부재의 경우 X축 및 Y축

의 2축에 대해 각각 분석되어야 하나 벽체의 경우 벽체 주축방향으로만 파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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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신설>

부재

번호


(kN)



(mm)

방

향



(mm)



(mm)



(mm)



(mm)


(kN) 


파괴모드

C1 50 300

x 500 300 240 1200 80 1.6 iii(전단)

y 300 500 400 2400 40 0.8
ii(휨전단

)

C2

괴모드를 분류한다. 이후 표 C.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해석된 부재력을 사용하여 상세 파괴모드 평가를 수행하고 각 하중조합에

의한 부재력과 함께 표 C.3와 같이 정리한다.

표 C.1 기둥 및 벽체 치수와 간략 파괴모드 평가표 예시

부재력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해석모델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

계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해석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해석모델은 기본적으로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 질량과 하중, 강성의 공간적 분포

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요소의 강성은 균열의 영향을 고려한 유효강

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조적채움벽과 같은 주요 비구조요소도 건물주기

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력하중은 식 (4.2.8)을 따

르며, 질량은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식 (7.2-1)에 정의된 유효건물중

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조적허리벽 및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x형 대각스트럿으로 모델링하되 각 가새는 5장에 제시된 강성의 1/2에

해당하는 강성을 부여하여 전체강성은 동일하게 한다.

해석시 하중조합은 표 C.2와 같다. CASE 01과 CASE 06은 중력하중의 조

합이며, 나머지는 반응수정계수 R이 적용되지 않은 지진하중이 적용된 하중

조합이다. 중력하중만의 조합에 의한 해석결과는 상세평가후 중력하중분담비

율에 따른 성능목표 만족여부 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력하중만의 조

합에 의한 해석결과와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에 의한 해석결과와의 비

C.3 부재력의 변동 및 상세파괴모드 평가

[추가] 개정 내진설계 기준과의 부합성 

유지, ASCE 41-13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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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

재

번

방

향

하중

Cas

e

축력
전단

력
휨

휨강도

유효전단력

전단강도

전단강도비

파괴모드 

지진하중분담

율

교를 통해 축력과 전단력의 변동이 큰 부재를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축력비

는 유효강성, 소성거동 모델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로, 축력비가

큰 기둥과 벽체요소의 소성힌지 모델링은 매우 유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표 C.2 기둥 및 벽체 파괴모드 분류 및 주요 거동특성 평가를 위한 하중조합

구   분 하 중 조 합

CASE 01 

CASE 02 

CASE 03 
CASE 04 
CASE 05 
CASE 06 

CASE 07 

CASE 08 

CASE 09 

CASE 10 

각 하중조합에 대한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보고서에 부재별로 다음 항목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시한다. 단, 하중조합에서 평가자의 판단에 의하여 인

장에 의한 기둥인발, 횡하중의 방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CASE 01, 02, 04만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부재력의 변동 : 축력, 전단력, 모멘트

② 지진하중 분담비율 : 밑면전단력 분담비

③ 기둥과 벽체의 수직방향 모멘트 분포형상 : 단곡률 혹은 복곡률

④ 상세파괴모드. 상세파괴모드는 해설결과에 의한 부재력을 사용하여

표 C.1에 제시된 방법을 통해 판정한다.

표 C.3 하중조합별 해석결과 비교 및 상세 파괴모드 평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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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호


(kN)



(kN)



(kNm)


(kNm)


(kN)


(kN)


(kN)


 파괴 

모드




1C1

X

1

2

..

Y

1

2

...

표 C.3과 같이 정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험부재를 특정할

수 있다.

축력비가 0.3을 초과하는 부재와 전단파괴되는 부재는 비선형거동이 발생하

지 않는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큼

지진하중 작용시 축력비의 변화가 큰 부재의 경우 인장파괴 혹은 압축파괴

의 가능성이 있음.

벽체 등 지진하중의 전단력 분담비율이 큰 부재의 파괴모드가 전체 구조물

의 파괴모드를 지배함.

지진하중 가력방향이 아닌 수직방향으로 전단력이 크게 증가하는 부재의 경

우 비틀림 등의 영향이 큼

그림 C.1은 추가적인 분석의 예이다. 축력비가 0.3 이상이거나 음수인 부재

는 하중조합에 따른 축력과 모멘트의 변화를 P-M 상관곡선상에 표시한다.

이때, P-M상관곡선은 강도감소계수 =1.0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림 C.1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점과 B점 : 중력하중 Case 1에 의한 부재력 A점에서 중력하중과 지진

하중이 같이 고려된 하중조합 Case 2에서 B점이 되는 경우 A점과 B점을 연

결하는 직선과 PM곡선이 만나는 위치와 부재력의 변화경향을 보면, AB 직

선이 PM곡선의 압축파괴 영역에서 교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둥은 Case 2

의 하중에서 지진하중에 의해 기둥의 압축력이 증가하면서 압축파괴 됨을

의미한다.

2) A점과 C점 : A점에서 지진하중에 의한 하중조함 Case 3에 의해 C점으로

부재력이 변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압축력이 감소하면서 인장파괴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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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의미한다. 이때 축력의 크기에 따라 연성거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되며 축

력이 작을수록 연성능력이 증가한다.

3) D점과 E점 : D(Case 6)에서 E(Case 8)로 변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기둥에 인장이 발생하면서 인장파괴 됨을 의미한다. 이 기둥은 기초가 인발

력을 지지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C.1 기둥의 축력과 모멘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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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4) Sun, Chang-Guk, Cho, Chang-Soo, Son, Minkyung, Shin, Jin Soo,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Volume 170, Issue 3, pp.271-281, 2013



붙임 1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안)｣ 주요 개정사항

ㅇ (반영사항) 내진관련 구조기준*의 변경사항 및 연구동향 반영

* 내진관련 구조기준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KDS41 17 00, KBC2016,

ASCE41-13 등 반영

ㅇ (평가절차개선) 구조 재료/시스템별로 내진성능평가 절차 개선

ㅇ (신규평가절차) 기초 및 지반, 비구조요소에 대한 평가절차 제시

ㅇ (동적해석절차추가) 고층 시설물에 대한 해석방법 및 평가방법*

제시

* ‘비선형정적절차+선형동적절차’, ‘비선형동적 해석절차’ 제시

ㅇ (평가자의자격) 내진성능평가 평가자의 자격* 수정

    * 평가자의 자격 :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건

축구조기술사로 제한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포

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안전지침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ㅇ (성능판정기준) 복수 목표성능 만족 요구(개정 내진설계기준 반영)

ㅇ (지반분류체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KDS 41 17 00에 

따른 지반분류

ㅇ (재료시험방법) 콘크리트 강도 결정 방법
*
변경

    * 콘크리트 강도 결정 방법 : 콘크리트 강도의 경우 반드시 코어테스트를 실

시. 단,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강도

결정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름

ㅇ (성능판정식) 힘지배거동 부재의 성능수준 판정식 변경

ㅇ (모델링파라메터) 모델링 파라메터 변경(개정 ASCE41-13 반영)

ㅇ (조적조물성치)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 물성치 변경



붙임 1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안)｣ 주요 개정사항

ㅇ (적용범위) 평가요령을 적용할 수 있는 교량의 명확화

ㅇ (관련기준) 내진설계 일반(’18)
*

및 교량 내진설계기준(’18) 등 

교량 관련 내진기준의 최신 제 개정현황 적용

*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17) 의 코드화 버젼

ㅇ (지진세기 감소) 사용목표수명과 평가설계수명의 비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진세기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삭제*

*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잔존수명 규정 곤란

ㅇ (평가기준지진) 최신 기준에서 규정하는 설계지반운동 적용

- 내진특등급 추가, 2,400년 및 4,800년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 추가

- 암반 및 토사지반의 가속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개선

- 지반종류(6종) 및 분류기준(기반암 깊이 & 평균전단파속도) 개선

ㅇ (콘크리트 재료모델) 교각의 실제 거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기술자에게 재료모델의 선정권한 부여

ㅇ (지진해석방법)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하며, 시간이력 등

정밀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 검토 권고 추가, 필요에 따라

수직 운동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ㅇ (활하중 고려) 지진 시에도 교량에 큰 활하중의 재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활하중의 관성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

ㅇ (하중조합)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의 산정방법 명확화

ㅇ (벽식교각의 전단성능) 벽식교각을 약축 및 강축방향으로 구분하여

전단성능 곡선 산정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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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가능하면 간단한 평가식 또는

실험식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적인 교량, 지진 시

교량시스템의 거동이 1차 진동모드가 지배적인 지간이 200m 이하의

교량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간이 200m를 넘는 장대교량, 현수교, 사장교 등과 같이 거동 특성이

복잡하여 상세해석이 요구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본 요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교량이 비정형적이거나 지진 시 고차모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본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요령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관련 설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본 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확인되면 최신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이하 도로교설계기준)

나. 콘크리트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이하 콘크리트구조기준)

다. 내진설계기준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이하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에서는 기존 교량(이하 ‘교량’이라 함)의 효율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가능하면 간단한 평가식 또는 실험식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형적인 교량, 지진 시

교량시스템의 거동이 복잡하지 않은 교량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수한 형식의 교량(아치교 등)과 같이 거동 특성이 복잡하여 상세해석이

요구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비정형성이나 지진 시 고차모드의 영향 등을

적절히 보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본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요령은 교량의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관련 설계기준의

제 개정으로 인해 본 요령과 상이한 사항이 확인되면 최신 기준을

우선하여 따른다.

가.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국토교통부, 2018](이하 교량내진설계기준)

나. 콘크리트구조기준[국토해양부, 2012](이하 콘크리트구조기준)

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이하 내진설계공통기준)

라.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2018](이하 내진설계일반)

[수정] 평가요령 적용범위 명확화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적용

범위 반영

[수정] 교량내진 관련 최신 기준

제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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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부 록 A.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B. 역량스펙트럼(ADRS)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C.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해설

1. 지간은 인접한 교각과 교각(또는 교대) 사이의 간격(C.T.C)을 말한다. 단, 단경간교는

교대와 교대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4.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의 개정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일부 내용이 개정되더라도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나 법률에 의해 개정하는

경우에는 명칭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칭이 변경된

최근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콘크리트구조기준

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설계기준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명칭변경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는 현재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통기준인

내진설계기준 으로 대체되어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는 ‘설계기준’으로 제정 될

예정이다. 향후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이 내진설계기준 으로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해

강제성을 갖게 되면, 이를 만족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부 록 A.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B.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C. 내진성능평가 예제

해설

4.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의 개정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일부 내용이 개정되더라도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나 법률에 의해 개정하는

경우에는 명칭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칭이 변경된 최근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이 2012년에 개정되면서 콘크리트구조기준 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설계기준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명칭변경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1.2 요령의 구성

[수정] 본문 수정 및 기준 제 개

정 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해설부

분 삭제

[수정] 내진설계공통기준 전문

및 예제 추가, ADRS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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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기준인 도로교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기준 ,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에 따르고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 공급변위: 교각의 파괴모드에 의해 결정되는 교각이 견딜 수 있는

최대변위

2. 공급변위연성도: 공급변위를 항복변위로 나눈 값

3. 공급역량(Capacity): 교량의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외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4. 극한강도: 휨에 의해 교각의 콘크리트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수평강도

5. 극한변위: 휨에 의해 교각의 콘크리트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수평변위

6. 내진그룹: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교량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분류한 교량의 그룹

7. 내진성능 상세평가: 교량의 구성요소가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2단계 평가

8. 내진성능 예비평가: 교량의 내진그룹화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수행되는

1단계 평가

9.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지진

10. 단면강도: 교각의 파괴모드를 고려한 최대지진강도로서 전단파괴모드의

경우에는 전단강도이고, 휨파괴모드의 경우에는 극한강도이며, 휨-전단파괴

모드의 경우에는 항복강도와 극한강도 사이의 값

1.3 용어 정의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기준인 내진설계일반 ,

교량내진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구조기준 에 따르고 이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1. 공급변위: 교각의 파괴모드에 의해 결정되는 교각이 견딜 수 있는

최대변위

2. 공급변위연성도: 공급변위를 항복변위로 나눈 값

3. 공급역량(Capacity): 교량의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외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4. 극한강도: 휨에 의해 교각의 콘크리트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수평강도

5. 극한변위: 휨에 의해 교각의 콘크리트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수평변위

6. 내진그룹: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 수행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시

이용되는 교량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분류한 교량의 그룹

7. 내진성능 상세평가: 교량의 구성요소가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2단계 평가

8. 내진성능 예비평가: 교량의 내진그룹화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수행되는

1단계 평가

9.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지진

10. 단면강도: 교각의 파괴모드를 고려한 최대지진강도로서 전단파괴모드의

경우에는 전단강도이고, 휨파괴모드의 경우에는 극한강도이며, 휨-전단파괴

모드의 경우에는 항복강도와 극한강도 사이의 값

1.3 용어 정의

[수정]

1. 교량내진 관련 최신 기준 제

개정 내용 반영

2. 자구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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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1. 단면강도비: 조합탄성지진력(휨모멘트)을 극한휨모멘트로 나눈 값

12. 벽식교각: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종횡비(단면길이/단면높이)가 큰

교량,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종횡비가 4 이상인 교각을 벽식교각으로 정의

13. 소요변위연성도: 평가지진하중에 의해 교각에 발생하는 변위를

항복변위로 나눈 값

14. 사용목표수명: 내진성능 평가대상 교량의 향후 목표로 하는

사용수명연수로서 보수 및 (내진)보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시설물관리주체의 시설물사용계획에 따라 설정

15. 사용목표수명등급: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지진세기를 산출하는 경우,

사용목표수명을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분류한 등급

16. 소요역량(Demand):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지진세기에서 교량이

붕괴되지 않기 위하여 교량에 요구되는 단면강도 및 변형성능의 크기로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 의하여 결정

17. 일반교각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종횡비가 1.0에 가까운 일반적인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종횡비가 1.5 이하인 교각을

일반교각으로 정의

18. 재현주기: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값이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크기 이상의 연최대값이 몇 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한 연수

19. 전단성능 곡선: 교각기둥이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하중-변위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곡선

20. 전단파괴모드: 교각의 축방향철근의 항복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11. 단면강도비: 조합탄성휨모멘트를 항복휨모멘트로 나눈 값

12. 벽식교각: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종횡비(단면길이/단면높이)가 큰

교량(종횡비가 4 이상인 교각)

13. 소요변위연성도: 평가지진하중에 의해 교각에 발생하는 변위를

항복변위로 나눈 값

<삭제>

<삭제>

14. 소요역량(Demand):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지진세기에서 교량이

붕괴되지 않기 위하여 교량에 요구되는 단면강도 및 변형성능의 크기로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 의하여 결정

15. 일반교각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종횡비가 1.0에 가까운 일반적인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종횡비가 1.5 이하인 교각을

일반교각으로 정의

<삭제>

16. 전단성능 곡선: 교각기둥이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하중-변위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곡선

17. 전단파괴모드: 교각의 축방향철근의 항복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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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합탄성지진력: 고려하는 방향의 직각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탄성지진력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30%

규정을 적용하여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탄성지진력과 조합한 탄성지진력

22. 천이교각: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일반교각과 벽식교각의 사이에

존재하는 교각,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종횡비가 1.5와 4.0 사이의 값을 갖는

교각으로 정의

23. 초기항복: 일반단면 교각에서 최연단 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상태

24. 초기항복강도: 초기항복시의 교각의 수평강도

25. 탄성변위: 초기항복시의 교각 강성을 갖는 교량시스템의 내진성능

평가지진시의 응답변위의 크기

26. 탄성주기: 초기항복시의 교량의 진동주기

27. 탄성지진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시 교량이 탄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교각에 발생하는 단면력

28. 평가설계수명: 도로교의 사용목표수명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명으로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가. 콘크리트교; 40년

나. 강교; 50년

29. 항복변위: 일반단면 교각의 하중-변위곡선에서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잇는 직선이 교각의 항복강도와 교차하는 점에서의 변위 크기

30. 휨성능 곡선: 교각기둥이 휨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하중-변위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곡선

31. 휨-전단파괴모드: 교각의 축방향철근 항복 후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32. 휨파괴모드: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휨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18.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에 이외 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고려

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의 30%를 조합한 값

19. 천이교각: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 중 일반교각과 벽식교각의 사이에

존재하는 교각,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종횡비가 1.5와 4.0 사이의 값을 갖는

교각으로 정의

20. 초기항복: 일반단면 교각에서 최연단 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상태

21. 초기항복강도: 초기항복시의 교각의 수평강도

22. 탄성변위: 초기항복시의 교각 강성을 갖는 교량시스템의 내진성능

평가지진시의 응답변위의 크기

23. 탄성주기: 초기항복시의 교량의 진동주기

24. 탄성지진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시 교량이 탄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교각에 발생하는 단면력

<삭제>

25. 항복변위: 일반단면 교각의 하중-변위곡선에서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잇는 직선이 교각의 항복강도와 교차하는 점에서의 변위 크기

26. 휨성능 곡선: 교각기둥이 휨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하중-변위 관계를

이용하여 나타낸 곡선

27. 휨-전단파괴모드: 교각의 축방향철근 항복 후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28. 휨파괴모드: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휨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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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A :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계수(g)

<추가>

 : 원형단면에 배근된 보강띠철근의 단면적(mm)

 : 유효단면적으로 전체단면적 g의 80%에 해당되는 단면적(m)

g : 교각의 전체단면적(m)

 : 연단거리 또는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인장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연단거리, 간격 및 부재 두께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유효단면적(m)

 : 횡구속철근의 단면적(m)

<추가>

 : 나선철근 또는 원형 후프띠철근의 단면적(mm)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 있는 횡방향철근의 단면적(mm)

 : 전단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를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의 투영면적(mm)

ADT : 일 교통량(대)

ADT지수 : 교통량 지수

AGE기준 : 교량의 기준수명(년)

AGE현재 : 교량의 건설 후 경과년수, 공용년수(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길이(교축직각방향, 횡방향)(m)

1.4 기호

<삭제>

 : 콘크리트의 단면적(mm)

 : 원형단면에 배근된 보강띠철근의 단면적(mm)

 , g : 교각의 유효단면적 및 전체단면적(   g)(m
)

 : 인장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연단거리, 간격 및 부재 두께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연단거리 또는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유효단면적(m)

 : 횡구속철근의 단면적(mm)

 : 축방향철근 중 인장철근량(mm)

 : 나선철근 또는 원형 후프띠철근의 단면적(mm)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 있는 횡방향철근의 단면적(mm)

 : 전단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를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 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의 투영면적(mm)

ADT : 일 교통량(대)

ADT지수 : 교통량 지수

AGE기준 : 교량의 기준수명(년)

AGE현재 : 교량의 건설 후 경과년수, 공용년수(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길이(교축직각방향, 횡방향)(m)

1.4 기호 [수정 추가 삭제]

1. 기호의 설명 수정 보완

2.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

른 신설 기호 추가 및 불필요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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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종횡비

 : 전단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폭(mm)

Cs :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시 탄성지진응답계수

Csm :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시 m번째 진동모드의 탄성지진응답계수

CATEGORY : 시설물종별 지수

<추가>

CDF : m과 에 의한 누적분포함수

COM : 평가지진하중에의한탄성지진력의크기를교축방향은1.0, 교축직각방향은0.3으로하여하중조합한경우

COM : 평가지진하중에의한탄성지진력의크기를교축방향은0.3, 교축직각방향은1.0으로하여하중조합한경우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전단력 방향으로 콘크리트 단부까지 거리(mm)

 : 앵커 중심으로부터 과 직각방향에 있는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mm)

max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대 연단거리(mm)

min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소 연단거리(mm)

 : 교각기둥의 단면직경(m)

 ′ : 횡방향철근에의해구속된심부콘크리트의크기로원형단면및사각형단면에서횡방향철근간중심거리(mm)

DETOUR : 우회도로 길이(km)

DETOUR지수 : 우회도로 지수

 : 유효깊이로 압축연단에서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거리(mm)

 : 앵커 외경(mm)

 : 축방향철근의 직경(m)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MPa), 간략히 로 표현하기도 함

 : 철근의 탄성계수(MPa)

sec :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MPa)

 : 교각의 강성

  : 교각의 항복유효강성으로 초기항복휨모멘트를 초기항복곡률로 나눈값

<추가>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종횡비

 : 전단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폭(mm)

<삭제>

<삭제>

CATEGORY : 시설물종별 지수

 : 암반지반에서 주기 T에 따른 감쇠보정계수

CDF : m과 에 의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삭제>

<삭제>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전단력 방향으로 콘크리트 단부까지 거리(mm)

 : 앵커 중심으로부터 과 직각방향에 있는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mm)

max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대 연단거리(mm)

min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소 연단거리(mm)

 : 교각기둥의 단면직경(m)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심부콘크리트의 크기로 횡방향철근 중심간 거리(mm)

DETOUR : 우회도로 길이(km)

DETOUR지수 : 우회도로 지수

 : 유효깊이로 압축연단에서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거리(mm)

 : 앵커 외경(mm)

 : 축방향철근의 직경(m)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MPa), 간략히 로 표현하기도 함

 : 철근의 탄성계수(MPa)

sec :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MPa)

 : 교각의 휨강성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유효강성

 : 토사지반의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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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FAC : 교량받침 앵커부의 공급역량

FAD : 교량받침 앵커부의 소요역량

FBC : 교량받침의 공급역량

FBD : 교량받침의 소요역량

FE : 단일모드(1자유도)로 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의 지진하중

<추가>

FE COMB : COM1과COM2하중조합에의해산정된조합탄성지진력중에서응답방향별최대조합탄성지진력

FE COM : COM1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된 응답방향별 조합탄성지진력

FE COM : COM2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된 응답방향별 조합탄성지진력

FE L : 교축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응답방향별 탄성지진력

FE T : 교축직각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응답방향별 탄성지진력

<추가>

Fn : 교각의 단면강도(kN)

FP C : 교각의 공급역량

FP D : 교각의 소요역량

Fu : 교각의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kN)

<추가>

Fy : 교각의 항복상태에서의 휨강도(kN)

FACILITY : 부착시설물 지수

 : 받침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kN)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콘크리트의 극한강도(MPa)

FAC : 교량받침 앵커부의 공급역량

FAD : 교량받침 앵커부의 소요역량

FBC : 교량받침의 공급역량

FBD : 교량받침의 소요역량

FE : 단일모드(1자유도)로 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의 지진하중

FE  :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량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COMB : 응답방향별 최대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삭제>

<삭제>

FE L : 교축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응답방향별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T : 교축직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응답방향별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V : 수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응답방향별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n : 교각의 단면강도(kN)

FPC : 교각의 공급역량

FPD : 교각의 소요역량

Fu : 교각의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kN)

 : 토사지반의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Fy : 교각의 항복상태에서의 휨강도(kN)

FACILITY : 부착시설물 지수

 : 받침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kN)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및 인장강도(MPa)

′ : 횡방향철근의 구속이 없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콘크리트의 극한강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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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콘크리트의 횡구속응력(MPa)

′ : 콘크리트의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 유효횡구속응력(MPa)

 : 철근의 인장강도(MPa)

 : 횡방향철근의 인장강도(MPa)

 : 피복탈락이 발생한 이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철근의 극한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 횡구속철근의 항복강도(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MPa)

g : 중력가속도(9.81ms)

 : 교각 높이(m)

 : 교각의 유효높이(m)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높이(교축방향, 종방향)(m)

<추가>

 : 앵커의 유효묻힘깊이(mm)

I : 지진위험도계수

g : 철근을 무시한 교각 전체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m)

 : 교각의 항복유효단면2차모멘트로 를 로 나눈 값(m)

IC : 교량의 영향도계수

 : 콘크리트의 유효구속계수

 : 유효탄성강성으로 탄성상태의 교각 강성

 : 부재의 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계수

 : 콘크리트의 횡구속응력(MPa)

′ : 콘크리트의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 유효횡구속응력(MPa)

 : 철근의 인장강도(MPa)

 : 횡방향철근의 인장강도(MPa)

 : 피복탈락이 발생한 이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철근의 극한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 횡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MPa)

g : 중력가속도(9.81ms)

 : 교각 높이(m)

 : 교각의 유효높이(m)

 :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높이(교축방향, 종방향)(m)

 : 앵커가 정착되는 부재 두께(앵커 축과 평행한 방향)(mm)

 : 앵커의 유효묻힘깊이(mm)

 : 위험도계수

g : 철근을 무시한 교각 전체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m)

 : 교각의 항복유효단면2차모멘트로 를 로 나눈 값(m)

IC : 교량의 영향도계수

 : 콘크리트의 유효구속계수

 : 해석으로 구한 교각의 유효강성

 : 부재의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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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프라이아웃강도 계수

ks : 모집단의 평균과 대상교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실수)

 : 교량의 연속경간장(m)

 : 교각의 소성힌지영역의 등가소성힌지길이(m)

 : 기둥형상비의 기준이 되는 기둥길이(m)

LENGTH : 교량의 연속경간장(m)

LEVEL : 교량설계등급 지수

 : 원형단면에 배근되는 보강띠철근에서 갈고리부분과 연장길이를 제외한 길이(mm)

<추가>

<추가>

 : 전단력에 대해 앵커의 지압 저항 길이(mm)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mm)

 : 교각기둥의 단면직경에 대한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 비, 즉 겹침이음길이비

ME  : 지진시 교각 단부의 휨모멘트(kN․m)

ME COMB : 지진시 교각 단부의 조합탄성휨모멘트(kN․m)

ME COMBpd : 지진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조합탄성지진휨모멘트에 P-Δ 효과를

고려한 교각 단부의 휨모멘트(kN․m)

 : 교각의휨파괴모드또는휨-전단파괴모드시축하중을고려한단면강도Fn에해당하는휨모멘트(kN․m)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항복휨모멘트(kN․m)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초기항복휨모멘트(kN․m)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극한휨모멘트(kN․m)

m : 모집단을 정규분포라 가정하였을 때의 평균값

N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NC : 낙교에 대한 공급역량으로 교량의 받침지지길이를 말함(mm)

Ncbg : 인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 프라이아웃강도 계수

ks : 모집단의 평균과 대상교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실수)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경간장(m)

 : 소성힌지영역의 등가소성힌지길이(m)

 : 기둥형상비의 기준이 되는 기둥길이(m)

LENGTH : 교량의 연속경간장(m)

LEVEL : 교량설계등급 지수

 : 원형단면에 배근되는 보강띠철근에서 갈고리 부분과 연장길이를 제외한 길이(mm)

 : 철근의 정착길이(mm)

 : 표준갈고리가 있는 철근의 정착길이(mm)

 : 전단력에 대해 앵커의 지압 저항 길이(mm)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mm)

 : 교각기둥의 단면직경에 대한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 비, 즉 겹침이음길이비

ME  :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각 단부의 휨모멘트(kN․m)

ME COMB :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각 단부의 조합탄성휨모멘트(kN․m)

ME COMBpd : 교각 단부의 조합탄성휨모멘트에 P-Δ 효과를 고려한

휨모멘트(kN․m)

<삭제>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 시 휨모멘트(kN․m)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초기항복 시 휨모멘트(kN․m)

 : 축방향력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극한휨모멘트(kN․m)

m : 모집단을 정규분포라 가정하였을 때의 평균값

N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NC : 낙교에 대한 공급역량으로 교량의 받침지지길이(mm)

Ncbg : 인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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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ND : 낙교에 대한 소요역량(mm)

Nmin : 최소받침지지길이(mm)

 :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그룹에서 앵커의 수

 : 평가지진하중의 작용방향으로 저항하는 받침개수

 : 고정하중에 의해 교각 상부에 작용(최소)하는 축하중(kN)

 : 고정하중에 의해 교각 하부에 작용하는 축하중(kN)

PIER : 하부구조 형식과 교각높이의 비

PIER지수 : 교량의 교각형상 지수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힘/단위길이)

 : 상부구조의 관성력 작용 위치에 가하는 균일한 등분포하중(힘/단위길이)

Rs : 교각의 단면강도비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S : 지반계수(지반종류에 따라 지진하중의 세기를 증폭시켜주는 계수)

<추가>

<추가>

SKEW지수 : 교량받침의 사잇각 지수

SUPPORT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부의 받침지지길이(m)

SUPPORT지수 : 교량의 받침지지길이 지수

 : 횡구속철근의 수직간격(mm)

T : 교량의 고유주기(sec)

Tm : 교량의 m번째 진동모드의 주기(sec)

<추가>

<추가>

ND : 낙교에 대한 소요역량(mm)

Nmin : 최소받침지지길이(mm)

 :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그룹에서 앵커의 수

 : 평가지진하중의 작용방향으로 저항하는 받침개수

 : 계수하중에 의해 교각 상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kN)

 : 계수하중에 의해 교각 하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kN)

PIER : 하부구조 형식과 교각높이의 비

PIER지수 : 교각형상 지수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등가정적 지진하중

 : 상부구조의 관성력 작용 위치에 가하는 균일한 등분포하중

Rs, Rreq : 교각의 단면강도비 및 소요응답수정계수(Rs  Rreq)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S :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스펙트럼 가속도

 :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류한 지반의 종류, =1,2,3,4,5,6

SKEW지수 : 교량받침의 사잇각 지수

SUPPORT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부의 받침지지길이(m)

SUPPORT지수 : 받침지지길이 지수

 :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mm)

 : 교량의 진동주기(sec)

<삭제>

 : 하한통제주기로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의응답스펙트럼에서스펙트럼가속도가상수인구간의최소주기(sec)

 :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주기 T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하기 시작하는 구간의 전이주기(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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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통제주기로 탄성지진응답계수 가 제한한 값이 2.5A와 같아지는 주기(sec)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의 최대 두께(mm)

UTILITY : 교량하부의 기간망 지수

V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Vc : 교각의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kN)

Vcbg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Vcpg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kN)

VE  : 지진시 교각 단부의 전단력(kN)

VE COMB : 지진시 교각 단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VE COMBTOP : 지진시 교각 상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Vn : 교각의 전단강도(kN)

Vp : 교각의 축하중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kN)

Vs : 교각의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kN)

Vsa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N)

VI : 교량의 취약도지수

 : 균일한 등분포하중()에 의한 정적 처짐(길이)

W : 유효중량으로 교량의 상부구조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총중량(교량 고정하중)(kN)

 : 교량의상부구조와이의동적거동에영향을주는하부구조의단위길이당고정하중(힘/길이)

Wef f : 교량의 상부유효중량(kN)

WEIGHT지수 : 교량의 상부중량 지수

WIDTH : 교량의 폭(m)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변형률비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비

Z : 지진구역계수

 : 상한통제주기로내진성능평가기준지진의응답스펙트럼에서스펙트럼가속도가상수인구간의최대주기(sec)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의 최대 두께(mm)

UTILITY : 교량하부의 기간망 지수

V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Vc : 교각의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kN)

Vcbg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Vcpg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kN)

VE  :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각 단부의 전단력(kN)

VE COMB : 지진 시 교각 단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VE COMBTOP : 지진 시 교각 상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Vn : 교각의 전단강도(kN)

Vp : 교각의 축방향력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kN)

Vs : 교각의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kN)

Vsa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N)

VI : 교량의 취약도지수

  : 균일한 등분포하중()에 의한 정적 처짐(길이)

W : 유효중량으로 교량의 상부구조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총중량(교량 고정하중)(kN)

 : 교량의상부구조와이의동적거동에영향을주는하부구조의단위길이당고정하중(힘/길이)

Wef f : 교량의 상부유효중량(kN)

WEIGHT지수 : 교량의 상부중량 지수

WIDTH : 교량의 폭(m)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변형률비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비

Z : 지진구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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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를 이용하여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길이)

<추가>

 :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 정도를 고려하는 횡구속철근계수

W : 상부형식에 따른 단위중량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내는 계수

 : 와를이용하여상부구조의단위길이당작용하는지진하중을계산하는데사용되는계수(힘×길이)

P : 하부구조 형식별 계수

 : 교각의 공급변위(m)

E  : 지진시 교각상부에서의 변위(m)

 : 보통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보정계수(MPa)

 : 교각 단부의 항복변위(m)

 : 교각 단부의 소성변위(m)

 : 교각 단부의 극한변위(m)

 :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축방향철근의 이음상세와 횡구속 정도를 고려한 압축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 철근의 변형률

 : 철근의 변형경화가 시작되는 변형률

 : 횡방향철근의 극한변형률

 : 피복탈락이 발생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추가>

<추가>

 : 와 를 이용하여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힘×길이
)

 : 를 이용하여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길이)

 : 암반지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에서의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 정도를 고려하는 횡구속철근계수

W : 상부구조 형식별 단위중량 비를 나타내는 계수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

P : 하부구조 형식별 계수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공급변위(m)

E  : 지진해석으로 구한 받침상부 변위(m)

 : 보통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보정계수(MPa)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항복변위(m)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소성변위(m)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극한변위(m)

 :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압축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 철근의 변형률

 : 철근의 변형경화가 시작되는 변형률

 : 횡방향철근의 극한변형률

 : 피복탈락이 발생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 철근의 극한변형률

 : 철근의 항복변형률

 : 교량의 주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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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DR : 변위연성도-단면강도비 상관계수

 :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

 : 교각의 소요변위연성도

max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연성능력을 제한하는 변위연성도의 최대값

<추가>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항복곡률(m
 )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초기항복곡률(m
 )

 : 고정하중이작용하는상태에서모멘트-곡률해석으로구한교각단부의극한곡률(m
 )

<추가>

 :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인장강도 수정계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전단강도 수정계수

 : 횡방향철근의 철근비(횡구속철근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 횡구속철근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 횡구속철근비

 :　교각의 축방향철근비

 : 모집단을 정규분포라 가정하였을 때의 표준편차

 : 교량의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

 : 교각의 소성변위를 구하기 위한 소성회전각(rad)

<추가>

※ 동일한 의미를 갖는 기호이나 첨자를 통해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방향성 표시는 생략하고 하나의 기호만으로 정의하였다.

DR : 변위연성도-단면강도비 상관계수

 :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

 : 교각의 소요변위연성도

max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연성능력을 제한하는 변위연성도의 최대값

,  :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저항계수(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항복 시 곡률(m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초기항복 시 곡률(m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극한 시 곡률(m )

 :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철근의 강도감소계수

 :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인장강도 수정계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전단강도 수정계수

 : 횡방향철근의 철근비(횡구속철근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 횡구속철근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 횡구속철근비

,  :　교각의 축방향철근비 및 축방향철근 중 인장철근비

 : 모집단을 정규분포라 가정하였을 때의 표준편차

 : 교량의 받침선이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

 : 교각의 소성변위를 구하기 위한 소성회전각(rad)

 : 감쇠비(%)

※ 동일한 의미를 갖는 기호이나 첨자를 통해 교축방향, 교축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방향성 표시는 생략하고 하나의 기호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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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내진성능평가는 도로교설계기준 에 따른다.

2.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도로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해설

1. 도로교의 내진성능은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신설교량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설계기준 에 제시된 지진구역계수, 지반계수, 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을 사용하였을 때, 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강도 및 연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는 이러한 목표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가 내진설계기준 으로 개정되어 관련법에 의해

강제성을 갖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규정하는 설계지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이유는 기존 교량의 사용목표수명은

신설교량의 평가설계수명에 비하여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 교량이 사용목표수명

내에 경험하게 될 지진의 세기는 신설교량이 평가설계수명 내에 경험하게 될 지진의

세기보다 작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상교량의

사용목표수명이 신설교량의 평가설계수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더라도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보강이 이루어져 신설교량의 평가설계수명과 동등할 정도의 사용목표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지진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목표수명의 정량적인 판단근거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의 판단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시설물 사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교량내진

설계기준 에서 규정하는 설계지반운동을 따른다.

2.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의

수가 적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해설

1.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는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목표를 대상교량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제시된 내진성능수준, 내진등급, 지진구역계수,

위험도계수, 지반종류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설계지반운동을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의 잔존수명은 신설 교량보다 짧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게 되므로 교량의 잔존수명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감소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

정 내용 반영

2.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 고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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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내진등급은 도로교설계기준 에 의거하여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

<표 2.2.1>과 같이 내진Ⅰ등급교, 내진Ⅱ등급교 2가지로 분류한다.

<표 2.2.1> 도로교의 내진등급

내진등급 해 당 교 량

내진Ⅰ등급교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

상의 교량

2)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계획상 필요한 도로에

건설된 교량, 해당도로의 일일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교량

3) 내진 I등급교가 건설되는 도로 위를 넘어가는 고가교량

내진Ⅱ등급교 내진 I 등급교에 속하지 않는 교량

1.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사용목표수명동안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발생확률이 동일 등급의 신설 교량이

평가설계수명동안 경험할 수 있는 설계지진의 발생확률과 동일하도록

식(2.2.1)과 같이 결정한다.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연평균 발생확률 × 사용목표수명

 설계기준지진의 연평균 발생확률 × 평가설계수명 (2.2.1)

2.2 지진위험도

2.2.1 내진등급

2.2.2 사용목표수명등급 및 지진세기

교량의 내진등급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의거하여 교량의 중요도에 따라

<표 2.2.1>과 같이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및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2.2.1> 교량의 내진등급

내진등급 해 당 교 량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중에서, 국방, 방재상 매우 중요한 교량 또는 지진 피해

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매우 큰 교량

내진Ⅰ등급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국도

상의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2) 지방도, 시도 및 군도 중 지역의 방재계획상 필요한 도로에

건설된 교량 및 이들 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

3) 해당도로의 일일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교량

내진Ⅱ등급 내진특등급 및 내진Ⅰ등급에 속하지 않는 교량

교량의 내진성능목표는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최소 요구 내진성능수준’의 조합으로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는 <표 2.2.2>

또는 <표 2.2.3>과 같이 기능수행을 포함하고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내진성능수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수준에 대한 기술적 구현방법은 아직

연구 중에 있어 잠정적으로 붕괴방지수준만을 내진성능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 이를

2.2 내진성능기준

2.2.1 내진등급

2.2.2 내진성능목표

[수정] 2.2절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변경] 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

본계획 수립 등)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은 삭제

2.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에 포함된 내진성능목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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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목표수명등급은 평가설계수명에 대한 사용목표수명의 비(사용목표수명

/평가설계수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2 이상

나. 1/2 미만 ～ 1/4

다. 1/4 미만

3.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지진세기는 사용목표수명등급에 따라 평균

재현주기를 고려하여 <표 2.2.2>와 같이 결정한다.

<표 2.2.2> 사용목표수명등급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평균재현주기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등급(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 미만～1/4 이상 1/4 미만

Ⅰ등급 1,000년 500년 250년

Ⅱ등급 500년 250년 125년

해설

1. 현재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는 교량의 등급별로 주어져 있다.

연평균 발생확률은 이 평균재현주기의 역수로 정의된다. 현행 설계개념은 설계지진

이하에서 교량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설계된

교량에 최대가능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붕괴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량의 수명기간동안 손상 또는 붕괴될 확률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본 내진성능 평가요령에서는 아직 그 타당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사용목표수명동안 지진을 경험할 확률을

고려하는 개념을 식(2.2.1)에서와 같이 채택하였다.

2. 사용목표수명등급은 잔존수명이 짧은 교량에 불필요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주체에서 개축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잔존수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거나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진 교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영하면 변경된 내진성능수준을 따르도록 한다.

<표 2.2.2> 교량의 내진성능목표(1)

평균재현주기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Ⅱ등급교

100년 내진Ⅰ등급교

200년 내진특등급교

500년 내진Ⅱ등급교

1,000년 내진Ⅰ등급교

2,400년 내진특등급교

<표 2.2.3> 교량의 내진성능목표(2)

평균재현주기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50년 내진Ⅱ등급교

100년 내진Ⅰ등급교

200년 내진특등급교

500년 내진특등급교 내진Ⅰ등급교 내진Ⅱ등급교

1,000년

2,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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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계수(A)는 지진구역계수(Z)와 지진위험도

계수(I)의 곱으로 식(2.2.2)와 같이 정의한다.

A  Z × I (2.2.2)

가. 지진구역계수(Z)를 결정하기 위한 지진구역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Ⅱ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강원도 북부(군,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강원도 남부(군,시)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전라남도 북동부(군,시)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전라남도 남서부(군,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나. 지진구역계수(Z)는 <표 2.2.4>와 같다.

<표 2.2.4> 지진구역계수(Z)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진구역 Ⅰ Ⅱ

구역계수, Z(g) 0.11 0.07

2.2.3 가속도계수

1.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를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는 식(2.2.2)와 같이 지진구역계수(Z)와 위험도계수(I)의 곱으로 정의한다.

   ×  (2.2.2)

가. 지진구역계수(Z)를 결정하기 위한 지진구역은 <표 2.2.4>와 같다.

<표 2.2.4>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도 경기, 강원 남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나. 지진구역계수(Z)는 <표 2.2.5>와 같다.

<표 2.2.5> 지진구역계수(Z)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지진구역 Ⅰ Ⅱ

구역계수, Z(g) 0.11 0.07

2.2.3 유효수평지반가속도

[수정] 1. 내진설계일반 제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

영

2.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과 상충

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

명 관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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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지진위험도계수(I)는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에

제시된 값을 기본으로 하여 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선형보간에

의한 지진위험도계수(I)는 <표 2.2.5>와 같다.

<표 2.2.5> 선형보간에 의한 지진위험도계수(I)

재현주기(년) 125 250 500 1,000

위험도계수, I 0.6 0.78 1.0 1.4

2. 지진구역 Ⅰ 및 Ⅱ에서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계수(A)를

계산하면 <표 2.2.6> 및 <표 2.2.7>과 같다.

<표 2.2.6> 지진구역Ⅰ에서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가속도계수(A)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등급(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미만～1/4 1/4 미만

Ⅰ등급 0.154 g 0.110 g 0.086 g

Ⅱ등급 0.110 g 0.086 g 0.066 g

<표 2.2.7> 지진구역Ⅱ에서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가속도계수(A)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등급(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미만～1/4 1/4 미만

Ⅰ등급 0.098 g 0.070 g 0.055 g

Ⅱ등급 0.070 g 0.055 g 0.042 g

해설

1. 국가지진위험지도는 1997년 최초 작성된 이후 지진위험도 평가기법의 발전 및 지진

발생자료가 추가 축적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소방방재청

다.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위험도계수(I)는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를 기준으로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며 <표 2.2.6>과 같다.

<표 2.2.6> 위험도계수(I)

평균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I 0.40 0.57 0.73 1.0 1.4 2.0 2.6

2. 지진구역 Ⅰ 및 지진구역 Ⅱ에서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를 계산하면 <표 2.2.7>과 같다.

<표 2.2.7>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내진등급 지진Ⅰ구역 지진Ⅱ구역

내진특등급 0.220 g 0.140 g

내진Ⅰ등급 0.154 g 0.098 g

내진Ⅱ등급 0.110 g 0.070 g

3.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를 부록 B의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한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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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3년간의 연구를 수행한 후 전문가 공청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변경)하여

2013년 12월 13일자로 공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사용되던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및

2,400년에 4,800년 지도를 추가

② 지진구역은 기존과 같이 2개 구역(Ⅰ 및 Ⅱ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남서부 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③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

이번에 개선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시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변경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2014년 6월

13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록 C]에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공고문을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의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및 위험도계수 등이 개정되어

요령의 값과 상이하게 되면 도로교설계기준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해설표 2.2.1> 재현주기별 위험도계수

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해설표 2.2.2>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해설

1.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하여 공표

(2013.12.13. 제정, 2014.6.13. 시행)하였다([부록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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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은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성지진응답계수로부터 결정한다.

2.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응답스펙트럼의 감소는 감쇠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한다.

3. 대상지반의 물성값을 알고 있는 경우의 지반계수(S)는 부지 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2.4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

해설

1. 설계응답스펙트럼은 도로교설계기준 과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의 것이 상이하다. 본

요령에서는 도로교설계기준 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따라서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규정한 탄성지진응답계수(Cs)로부터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결정한다.

탄성지진응답계수는 다음과 같다.

C s 
T 


 AS
≤  A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시) 해설식(2.2.1a)

C sm 
Tm


 AS
≤  A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시 m번째 진동모드) 해설식(2.2.1b)

C sm 
Tm


 AS
(Tm> 4.0초인 구조물의 m번째 진동모드) 해설식(2.2.1c)

여기서, A : 2.2.3절의 식(2.2.2)로 정의되는 가속도계수

T(Tm) : 교량의 고유주기(m번째 진동모드의 주기)

1.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흔들림의 세기, 진동수 성분 및 지속시간의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2.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세기 및 진동수 성분은 기본적으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며, 암반 및 토사지반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스펙트럼가속도()는 내진설계일반 에서 규정하는 가속도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다.

3.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시간이력은 지반 가속도, 속도, 변위 중 하나

이상의 이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2.2.4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해설

1.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수평 2축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정의되며,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그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수직 방향 성분의 특성은 수평

방향 성분과 동일하지만 세기는 암반지반에서는 수평 방향 성분의 0.77, 토사지반에서는

공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지점에서 똑같이 가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없는 특성을 갖는 교량에 대해서는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해설표 2.2.1>에서와 같이 , , , , , 의 6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기반암(bed rock)은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지층으로 정의한다.

기반암의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으로

분류한다.

[수정] 2.2.4절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수정 및 추가] 내진설계일반

제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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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지반종류에 따라 지진하중의 세기를 증폭시켜주는 지반계수

(지반계수는 <해설표 2.2.3>을, 지반의 종류는 <해설표 2.2.4>를 참조)

<해설표 2.2.3> 지반계수(S)

지반계수
지 반 종 류

Ⅰ Ⅱ Ⅲ Ⅳ

S 1.0 1.2 1.5 2.0

<해설표 2.2.4> 지반의 분류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지표면 아래 30m 토층에 대한 평균값

전단파 속도

(m/sec)

표준관입시험

(N값1))

비배수전단

강도(kPa)

Ⅰ
경암지반

보통암지반
760 이상 - -

Ⅱ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 -760 > 50 > 100

Ⅲ 단단한 토사지반 180 - 360 15 - 50 50 - 100

Ⅳ 연약한 토사지반 180 미만 < 15 < 50

Ⅴ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주 : 1) 비점착성 토층만을 고려한 평균 N값

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답스펙트럼은 탄성상태의 응답스펙트럼으로 감쇠비가 5%인

경우이다. RC교각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을 받게 되면

비선형 이력거동으로 인해 감쇠가 크게 증가되므로 5% 감쇠비의 평가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안전측일 수 있다. 따라서 이력에

의한 감쇠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감소된 응답스펙트럼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력에 의한 감쇠와 감소 응답스펙트럼은 [부록 B]를 참조한다.

3. 부지 고유의 지진응답해석 방법으로는 지반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를 등가 선형으로

<해설표 2.2.1> 지반의 분류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Vssoil (m/s)

 암반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 ～ 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 PI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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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화 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1차원 등가선형해석방법과 지반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시간영역에서 해석하는 1차원 비선형해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응답해석에 사용되는 지반의 입력변수는 지반의 층상구조와 각 층의 동적물성값

이다. 부지 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성 있는 지반조사와

지반입력 변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지 고유의 지진응답해석결과는 <해설표

2.2.4>에 명시된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입력 지진파를 산정할 때는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지진파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지진 기록 및 인공지진 기록을 이용하여야 한다. 3개의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석을 할 경우에는 최대값을 적용하고, 7개 이상의 지진파를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중약진

지역은 실제지진 기록이 부족하여 지진응답해석에 국내 실제지진 기록 대신 외국에서

측정된 실제지진 기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암반지반()에서 5% 감쇠비가 적용된 수평 방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은 <해설그림 2.2.1> 및 <해설표 2.2.2>로 정의되며, 각 주기영역에 대한

스펙트럼가속도()는 <해설표 2.2.3>과 같다.

<해설그림 2.2.1> 수평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암반지반)

<해설표 2.2.2> 수평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암반지반)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2.8 0.06 0.3 3.0

<해설표 2.2.3> 주기영역별 스펙트럼가속도()

주기(T,sec)  ≤ ≤  ≤ ≤  ≤ ≤  ≤

스펙트럼가속도

(, g)
    ×   


×  

 


× 

암반지반에서 수직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은 수평 방향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최대 유효 가속도 비(수직/수평)는 0.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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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암반지반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설표 2.2.3>에 제시된 감쇠보정계수 를 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교량의 경우는

응답(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해설표 2.2.4> 주기 에 따른 감쇠보정계수 (암반지반)

주기  (sec)     ≤ ≤  ≤

 1.0 직선보간 
 



토사지반(～)에서 5% 감쇠비가 적용된 수평 방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은 <해설그림 2.2.2>로 정의되며,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는 <해설표 2.2.4>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이때,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는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해설그림 2.2.2> 수평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토사지반)

<해설표 2.2.5> 지반증폭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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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지반분류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S≤0.1 S=0.2 S=0.3 S≤0.1 S=0.2 S=0.3

S 1.4 1.4 1.3 1.5 1.4 1.3

S 1.7 1.5 1.3 1.7 1.6 1.5

S 1.6 1.4 1.2 2.2 2.0 1.8

S 1.8 1.3 1.3 3.0 2.7 2.4

토사지반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토사지반에서 수직 방향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은 수평 방향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최대 유효지반가속도 비(수직/수평)는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그림 2.2.1> 및 <해설그림 2.2.2>에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또는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경우,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한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3.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시간이력은 가속도, 속도, 변위 중 하나 이상의 이력으로

지반운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부지에서 계측된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진기록 활용 또는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지반운동 시간이력 및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에 관한 사항은

내진설계일반 에 제시된 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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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내진성능평가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해서 실시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제3장에 기술되어

있다.

3.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교량의

구성요소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제4장에 기술되어 있다.

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2.3.1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종류

해설

본 요령은 국내의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일반국도상에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가설되어 공용중인 많은 수의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행절차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

수행을 통해 교량의 개괄적인 내진그룹을 분류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시급한 교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발주처와 협의(정책적 판단)를 통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의 수량이 많지 않거나 분포지역이 동일 시․군(광역시

이상은 동일 구)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국한되어 내진중요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내진성능수준에 따라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여도 무방하다.

1.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실시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제3장에 기술된 내용을 따른다.

3.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내진성능 예비평가” 수행결과(우선순위)에 따라

교량의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제4장에 기술된 내용을 따른다.

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2.3.1 내진성능 평가방법

해설

본 요령은 국내의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일반국도상에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가설되어 공용중인 많은 수의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예비평가”와 “내진성능 상세평가”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행절차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

수행을 통해 교량의 개괄적인 내진그룹을 분류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시급한 교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발주처와 협의(정책적 판단)를 통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내진성능 예비평가” 수행결과는 교량의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내진성능 상세평가” 수행을 통해서만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의 수량이 많지 않거나 분포지역이 동일 시․군(광역시

이상은 동일 구)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국한되어 내진중요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여 내진보강수준에 따라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여도 무방하다.

[수정] 자구 수정 보완

[추가] 민원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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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그림 2.3.1>과 같다.

2. 내진성능평가는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역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자  료  조  사
(설계, 건설, 유지보수)

내진성능 예비평가
(우선순위 결정)

내진성능 상세평가

교 각

받침지지길이

교 량 받 침

기 초

교 대

지 반 액 상 화

<그림 2.3.1> 내진성능 평가절차

2.3.2 내진성능 평가절차

1.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그림 2.3.1>과 같다.

2. 내진성능평가는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역학적으로 타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자  료  조  사
(설계, 건설, 유지보수)

내진성능 예비평가
(우선순위 결정)

내진성능 상세평가

교 각

받침지지길이

교 량 받 침

기 초

교 대

지 반 액 상 화

<그림 2.3.1> 내진성능 평가절차

2.3.2 내진성능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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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많은 수의 교량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교량의 개괄적인

내진그룹을 분류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시급한 교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량 구성요소의 상세정보 보다는 교량이 위치한 지역의 지반가속도 크기, 교량의

기본제원 및 구조적 특성, 교량의 중요도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로부터 지진취약도를

산정하고 교량을 둘러싼 주위환경,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본 요령에 제시된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일반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특히 취약도와 영향도에 사용되는 지수 및 계수들은 일반국도상의

교량제원 및 정보를 토대로 통계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였다.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수행절차와 각 지수 및 계수들의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평가요령․예제집 의 1장에 일반국도상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 129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수행한 예제를 수록하였다.

만약, 일반국도상 교량이 아닌 고속도로 교량 또는 철도교 등에 본 요령의 “내진성능

예비평가”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수 및

계수들(특히 영향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효율적으로 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가단계이다.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많은 수의 교량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교량의 개괄적인

내진그룹을 분류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시급한 교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량 구성요소의 상세정보 보다는 교량이 위치한 지역의 지반가속도 크기, 교량의

기본제원 및 구조적 특성, 교량의 중요도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로부터 지진취약도를

산정하고 교량을 둘러싼 주위환경,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본 요령에 제시된 “내진성능 예비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일반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취약도와 영향도에 사용되는 지수 및 계수들은 일반국도상의 교량제원

및 정보를 토대로 통계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였다.

만약, 일반국도상 교량이 아닌 고속도로 교량 또는 철도교 등에 본 요령의 “내진성능

예비평가”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수 및

계수들(특히 영향도)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수정] 예비평가 설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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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조사에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교량명, 위치, 관리기관 등을 조사한다.

(2) 교량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준거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도서 조사

(1) 교량시스템 및 각 구성요소의 제원 및 재료 특성 등을 조사한다.

(2) 교량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지반지질도, 받침배치 상세도 등을 첨부한다.

(3) 보수․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현 구조물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부착시설물, 하부기간망, 우회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을 확인한다.

(3) 평균 일교통량과 같은 교통 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교량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등을 조사한다.

3.2 자료조사 및 정리

1.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조사에는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교량명, 위치, 관리기관 등을 조사한다.

(2) 교량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준거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도서 조사

(1) 교량시스템 및 각 구성요소의 제원 및 재료 특성 등을 조사한다.

(2) 교량의 종․횡단면도, 평면도, 지반지질도, 받침배치 상세도 등을 첨부한다.

(3) 보수․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현 구조물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부착시설물, 하부기간망, 우회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 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을 확인한다.

(3) 평균 일교통량과 같은 교통 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교량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등을 조사한다.

3.2 자료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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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기존 교량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 한다.

가. 지진도(Seismicity) : 지진의 규모 및 발생환경에 의해 결정한다.

나. 구조물의 취약도(Vulnerability) :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에 의해 결정한다.

다. 사회경제적인 영향(Impact) : 교통량, 교량의 중요성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및 “내진보강 유보교량”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교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3.3 평가기준

3.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의 사회․경제․환경적인 요소를 지진도 등급, 취약도지수 및

영향도계수로 수치화하여 <그림 3.4.2>와 같은 절차에 따라 4개의 내진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내진보강 핵심교량”이 가장 높으며,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및

“내진보강 유보교량” 순으로 단계적으로 부여된다. 여기서 “내진보강 핵심교량”과

“내진보강 중요교량”은 대상교량의 규모가 크고 지진 시 교량붕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교량을, “내진보강 관찰교량”과 “내진보강 유보교량”은 대상교량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진 시 교량붕괴로 인한 피해가 “내진보강 핵심교량”과 “내진보강 중요교량”에 비해

1.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교량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 한다.

가. 지진도(Seismicity) : 지진동의 크기 및 발생지역의 환경에 의해 결정한다.

나. 구조물의 취약도(Vulnerability) :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에 의해 결정한다.

다. 사회경제적인 영향(Impact) : 교통량, 교량의 중요성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및 “내진보강 유보교량”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교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3.3 평가기준

3.3.1 일반사항

해설

내진성능평가 대상교량의 사회․경제․환경적인 요소를 지진도 등급, 취약도지수 및

영향도계수로 수치화하여 <그림 3.4.2>와 같은 절차에 따라 4개의 내진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내진보강 핵심교량”이 가장 높으며,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및

“내진보강 유보교량” 순으로 단계적으로 부여된다. 여기서 “내진보강 핵심교량”과

“내진보강 중요교량”은 대상교량의 규모가 크고 지진 시 교량붕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교량을, “내진보강 관찰교량”과 “내진보강 유보교량”은 대상교량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진 시 교량붕괴로 인한 피해가 “내진보강 핵심교량”과 “내진보강 중요교량”에 비해

[수정] 지진도 설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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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관찰교량”과 “내진보강

유보교량”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평가 및

보강을 후순위로 유보할 수 있는 교량을 의미한다.

3.3.2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실시 판단

해설

교량의 내진그룹화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화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정량화는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요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의

참여계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가 공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요령에서 제안된 취약도 및 영향도의 지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것으로 향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면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으로 내진그룹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관찰교량”과 “내진보강

유보교량”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평가 및

보강을 후순위로 유보할 수 있는 교량을 의미한다.

3.3.2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실시 판단

해설

교량의 내진그룹화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화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정량화는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요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의

참여계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가 공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요령에서 제안된 취약도 및 영향도의 지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것으로 향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면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으로 내진그룹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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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도는 지진구역과 지반종류, 도시권역을 고려하여 <표 3.4.1>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표 3.4.1> 지진도 등급 기준

지진

구역

도시권역

구 분

지 반 종 류

Ⅳ Ⅲ Ⅱ Ⅰ

Ⅰ
도시 1 1 1 2

기타지역 1 1 2 2

Ⅱ
도시 1 2 3 4

기타지역 2 3 4 4

3.4 평가방법

3.4.1 지진도

해설

현 도로교설계기준 에 따른 지진구역 Ⅰ 및 Ⅱ의 설계지진시의 지반가속도

(가속도계수)는 각각 0.11g, 0.07g이며, 지반종류에 따른 증폭비는 지반종류 Ⅰ, Ⅱ, Ⅲ, Ⅳ

일 때 각각 1.0, 1.2, 1.5, 2.0이다. 한편, 도시지역은 기타지역에 비해 지진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속도계수는 기타지역의

가속도계수의 1.2배로 한다. 이에 따라 가속도계수를 산정하면 <해설표 3.4.1>과 같다.

지진구역 Ⅰ의 재현주기 1,000년과 500년 설계지진의 가속도계수는 각각 0.154g,

0.110g이며, 지진구역 Ⅱ에서는 각각 0.098g, 0.070g이다. 따라서 지진도그룹은 0.154g,

0.110g, 0.098g, 0.070g를 기준값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각각 1, 2, 3, 4그룹으로

구분한다.

지진도는 지진구역과 지반분류, 도시권역을 고려하여 <표 3.4.1>과 같이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표 3.4.1> 지진도 등급 기준

지진

구역

도시권역

구 분

지 반 분 류

    

Ⅰ
도시 1 1 1 2 3

기타지역 2 2 2 2 3

Ⅱ
도시 2 3 2 3 4

기타지역 3 3 3 4 4

3.4 평가방법

3.4.1 지진도

해설

현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따른 지진구역 Ⅰ 및 지진구역 Ⅱ의 지진구역계수는 각각

0.11g, 0.07g이고, 지반분류에 따른 단주기지반증폭계수(유효지반가속도 S가 약 0.1g인

경우)는 , , , 일 때 각각 1.4, 1.7, 1.6, 1.8 이며, 가속도계수는 지진구역계수와

단주기지반증폭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또한, 도시지역은 기타지역에 비해 지진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속도계수는 기타지역의

가속도계수의 1.3배로 한다. 이에 따라 가속도계수를 산정하면 <해설표 3.4.1>과 같다.

평균재현주기 2,400년, 1,000년 및 500년에 대한 지진구역 Ⅰ의 유효지반가속도는 각각

0.22g, 0.154g 및 0.11g이며, 지진구역 Ⅱ의 유효지반가속도는 각각 0.14g, 0.098g 및

0.07g이다. 이를 고려하여 지진도그룹은 0.22g, 0.154g, 0.110g, 및 0.07g를 기준값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각각 1, 2, 3, 4그룹으로 구분한다.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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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취약도는 지진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거나 손상 받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식(3.4.1)과 같은 교량 취약도지수(Vulnerability Index,

VI)로 나타낸다.

VI   WEIGHT지수    PIER지수

  SUPPORT지수   SKEW지수   AGE기준
AGE현재  (3.4.1)

여기서, WEIGHT지수 : 상부중량 지수

PIER지수 : 교각형상 지수

SUPPORT지수 : 받침지지길이 지수

SKEW지수 : 교각받침의 사잇각 지수

AGE현재, AGE기준 : 교량의 건설 후 경과년수 및 기준수명(년)

취약도지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Wef f  W×LENGTH×WIDTH
  m  ks⋅ (3.4.2)

WEIGHT지수 CDFm

CDFW ef f 
CDFm

CDFm ks⋅ 
(3.4.3)

<해설표 3.4.1> 지진도 그룹을 위한 지반가속도(g)

지진

구역

도시권역

구 분

지 반 종 류

Ⅳ(2.0) Ⅲ(1.5) Ⅱ(1.2) Ⅰ(1.0)

Ⅰ
도시 0.264 0.198 0.158 0.132

기타지역 0.220 0.165 0.132 0.110

Ⅱ
도시 0.168 0.126 0.101 0.084

기타지역 0.140 0.105 0.084 0.070

3.4.2 취약도

교량의 취약도는 지진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거나 손상 받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식(3.4.1)과 같은 교량 취약도지수(Vulnerability Index,

VI)로 나타낸다.

VI   WEIGHT지수   PIER지수

  SUPPORT지수   SKEW지수  AGE기준
AGE현재  (3.4.1)

여기서, WEIGHT지수 : 상부중량 지수

PIER지수 : 교각형상 지수

SUPPORT지수 : 받침지지길이 지수

SKEW지수 : 교각받침의 사잇각 지수

AGE현재, AGE기준 : 교량의 건설 후 경과년수 및 기준수명(년)

취약도지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Wef f  W ×LENGTH×WIDTH
  m  ks⋅ (3.4.2)

WEIGHT지수 CDFm

CDFW ef f 
CDFm

CDFm ks⋅ 
(3.4.3)

<해설표 3.4.1> 지진도 그룹을 위한 지반가속도(g)

지진

구역

도시권역

구 분

지 반 분 류

(1.8) (1.6) (1.7) (1.4) (1.0)

Ⅰ
도시 0.257 0.229 0.243 0.200 0.143

기타지역 0.198 0.176 0.187 0.154 0.110

Ⅱ
도시 0.164 0.146 0.155 0.127 0.091

기타지역 0.126 0.112 0.119 0.098 0.070

3.4.2 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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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ef f : 상부유효중량(kN)

LENGTH : 연속경간장(m)

WIDTH : 교량폭(m)

W : 상부형식별 단위중량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내는 계수

(<표 3.4.2>)

m,  : Wef f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ks : 모집단의 평균과 대상교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실수)

CDF :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표 3.4.2> 상부구조 형식별 W값

PSCB 1.0 RCT 0.4 PF 0.9

RCS 0.4 RCB 0.4 STB 1.0

RCH 0.4 PSCS 1.0 STI 0.7

PSCH 1.0 PSCI 0.8 SPG 0.8

※ PSCB : PSC박스거더교, RCS : RC슬래브교, RCH : RC중공슬래브교,

PSCH : PSC중공슬래브교, RCT : RC T빔교, RCB : RC박스거더교,

PSCS : PSC슬래브교, PSCI : PSC I빔교, PF : 프리플렉스거더교,

STB : 강박스거더교, STI : 강I거더교, SPG : 플레이트거더교

<그림 3.4.1> 유효중량 Wef f와 WEIGHT지수의 관계

여기서, Wef f : 상부유효중량(kN)

LENGTH : 교량의 연속경간장(m)

WIDTH : 교량폭(m)

W : 상부구조 형식별 단위중량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내는 계수

(<표 3.4.2>)

m,  : Wef f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ks : 모집단의 평균과 대상교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실수)

CDF : m과 에 의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표 3.4.2> 상부구조 형식별 W값

PSCB 1.0 RCT 0.4 PF 0.9

RCS 0.4 RCB 0.4 STB 1.0

RCH 0.4 PSCS 1.0 STI 0.7

PSCH 1.0 PSCI 0.8 SPG 0.8

※ PSCB : PSC박스거더교, RCS : RC슬래브교, RCH : RC중공슬래브교,

PSCH : PSC중공슬래브교, RCT : RC T빔교, RCB : RC박스거더교,

PSCS : PSC슬래브교, PSCI : PSC I빔교, PF : 프리플렉스거더교,

STB : 강박스거더교, STI : 강I거더교, SPG : 플레이트거더교

<그림 3.4.1> 유효중량 Wef f와 WEIGHT지수의 관계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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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  

P
 m  ks⋅ (3.4.4)

PIER지수 CDFm

CDFPIER
CDFm

CDFm ks⋅ 
(3.4.5)

여기서,  : 교각높이(m)

P : 하부구조 형식별 계수(<표 3.4.3>)

m,  : PIER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표 3.4.3> 하부구조 형식별 P값

GP 1.0 RP 0.8 RAP 0.5

SGP 1.0 TP 0.7 ARP 1.0

WLP 0.9 VP 0.6

※ GP : 중력식, SGP : 반중력식, WLP : 벽식, RP : 구주식, TP : T형,

VP : V형, RAP : 라멘식, ARP : 아치식

SUPPORT      m  ks⋅ (3.4.6)

SUPPORT지수 CDFm

CDFSUPPORT
CDFm

CDFm ks⋅  (3.4.7)

여기서, SUPPORT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부의 받침지지길이(m)

 : 연속경간장(m)

m,  : SUPPORT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SKEW지수  에 따른 점수 (3.4.8)

여기서,  : 교량의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

( = 10° 미만, 30° 미만, 45° 미만, 60° 미만 및 60° 이상인 경우,

SKEW지수 = 0, 0.1, 0.2, 0.4, 0.5)

PIER  

P
 m  ks⋅ (3.4.4)

PIER지수 CDFm

CDFPIER
CDFm

CDFm ks⋅ 
(3.4.5)

여기서,  : 교각높이(m)

P : 하부구조 형식별 계수(<표 3.4.3>)

m,  : PIER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표 3.4.3> 하부구조 형식별 P값

GP 1.0 RP 0.8 RAP 0.5

SGP 1.0 TP 0.7 ARP 1.0

WLP 0.9 VP 0.6

※ GP : 중력식, SGP : 반중력식, WLP : 벽식, RP : 구주식, TP : T형,

VP : V형, RAP : 라멘식, ARP : 아치식

SUPPORT      m  ks⋅ (3.4.6)

SUPPORT지수 CDFm

CDFSUPPORT
CDFm

CDFm ks⋅  (3.4.7)

여기서, SUPPORT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부의 받침지지길이(m)

 : 교량에서 가장 취약한 연속경간장(m)

m,  : SUPPORT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SKEW지수  에 따른 점수 (3.4.8)

여기서,  : 교량의 받침선이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

( = 10° 미만, 30° 미만, 45° 미만, 60° 미만 및 60° 이상인 경우,

SKEW지수 = 0, 0.1, 0.2, 0.4, 0.5)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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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수명의 정량화(AGE현재AGE기준)를 위한 기준수명은 강교의 경우는

50년이고, 콘크리트교의 경우는 40년이다.

교량의 영향도는 교량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로 식(3.4.9)와 같이 교량

영향도계수(Impact Coefficient, IC)로 나타낸다.

IC   ADT지수   LEVEL    CATEGORY 

  UTILITY    FACILITY    DETOUR지수 
(3.4.9)

여기서, ADT지수 : 교통량 지수

LEVEL : 교량설계등급 지수

CATEGORY : 시설물종별 지수

UTILITY : 교량하부의 기간망 지수

FACILITY : 부착시설물 지수

DETOUR지수 : 우회도로 지수

영향도계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DT  m  ks⋅ (3.4.10)

ADT지수 CDFm

CDFADT
CDFm

CDFm ks⋅  (3.4.11)

여기서, ADT : 일 교통량(대)

m,  : ADT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3.4.3 영향도

교량 수명의 정량화(AGE현재AGE기준)를 위한 기준수명은 강교의 경우는

50년이고, 콘크리트교의 경우는 40년이다.

교량의 영향도는 교량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로 식(3.4.9)와 같이 교량

영향도계수(Impact Coefficient, IC)로 나타낸다.

IC   ADT지수   LEVEL    CATEGORY 

  UTILITY    FACILITY    DETOUR지수
(3.4.9)

여기서, ADT지수 : 교통량 지수

LEVEL : 교량설계등급 지수

CATEGORY : 시설물종별 지수

UTILITY : 교량하부의 기간망 지수

FACILITY : 부착시설물 지수

DETOUR지수 : 우회도로 지수

영향도계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ADT  m  ks⋅ (3.4.10)

ADT지수 CDFm

CDFADT
CDFm

CDFm ks⋅ (3.4.11)

여기서, ADT : 일 교통량(대)

m,  : ADT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3.4.3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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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LEVEL

- 1 등교(DB24) : 1.0

- 2 등교(DB18) : 0.7

- 3 등교(DB13.5) : 0.4

CATEGORY

- 1종시설물(특수교량) : 1.0

- 1종시설물(특수교량제외) : 0.8

- 2종시설물 : 0.6

- 기타 : 0

UTILITY

- 철도 : 1.0

- 도로 : 0.7

- 수로 : 0.4

- 없는 경우 : 0

FACILITY

- 가스, 송유관,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복합시설물(2개 이상) : 1.0

- 하수도관, 전력케이블, 각종 용수 및 기타시설물 : 0.5

- 시설물 없는 경우 : 0

DETOUR  m  ks⋅ (3.4.12)

DETOUR지수 CDFm

CDFDETOUR
CDFm

CDFm ks⋅  (3.4.13)

여기서, DETOUR : 우회도로 길이(km )

m,  : DETOUR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LEVEL

- 1 등교(DB24) : 1.0

- 2 등교(DB18) : 0.7

- 3 등교(DB13.5) : 0.4

CATEGORY

- 1종시설물(특수교량) : 1.0

- 1종시설물(특수교량제외) : 0.8

- 2종시설물 : 0.6

- 기타 : 0

UTILITY

- 철도 : 1.0

- 도로 : 0.7

- 수로 : 0.4

- 없는 경우 : 0

FACILITY

- 가스, 송유관, 상수도관, 통신케이블, 복합시설물(2개 이상) : 1.0

- 하수도관, 전력케이블, 각종 용수 및 기타시설물 : 0.5

- 시설물 없는 경우 : 0

DETOUR  m  ks⋅ (3.4.12)

DETOUR지수 CDFm

CDFDETOUR
CDFm

CDFm ks⋅  (3.4.13)

여기서, DETOUR : 우회도로 길이(km)

m,  : DETOUR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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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산정하여 <그림 3.4.2>와 같은 결정과정을

통하여 기존 교량을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내진보강 유보교량”의 내진등급으로 그룹화한다.

<그림 3.4.2> 내진그룹화 방법

3.4.4 내진그룹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산정하여 <그림 3.4.2>와 같은 결정과정을

통하여 교량을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내진보강 유보교량”의 내진등급으로 그룹화한다.

<그림 3.4.2> 내진그룹화 방법

3.4.4 내진그룹화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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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에

대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교량받침 및 기초의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4.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에 제시된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해설

2.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요령에서는 평가방법의

단순화를 위하여 <해설그림 4.1.1>과 같이 교량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 - 교각,

교량받침,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 에 대해 구성요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에

대해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2.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교량받침 및 기초의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휨 초과강도를 고려한 단면강도(최대 소성힌지력) 중

작은 값으로 한다.

4.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용 환경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해설

2.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한다. 교량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요령에서는 평가방법의

단순화를 위하여 <해설그림 4.1.1>과 같이 교량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 - 교각,

교량받침,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 에 대해 구성요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2.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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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시에 부재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이때, 교량의 소요역량은 교각의 단면해석결과를 통해

산정한 항복유효강성 을 구조해석모델에 적용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본 요령에서는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 및 받침지지길이에 대한 상세 내진성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교대와 기초 및 지반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따른다.

만약, 교량 전체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이력해석 등과 같은 정밀해석법으로 내진성능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지진운동으로 다양한 진동특성을 지닌 다수의 시간이력

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2절

교각의 단면해석

4.3절 4.4.1절

지진해석모델 작성

(평가지진하중 산정)
교각의 휨성능 곡선 산정

조합탄성지진력 산정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 산정

교각의 소요역량 산정 교각의 공급역량 산정

교 각

4.4.1절

교량받침

4.4.2절

받침지지

길이

4.4.3절

교 대

[기초 및

지반

요령]

기 초

[기초 및

지반

요령]

지 반

[기초 및

지반

요령]

<해설그림 4.1.1> 내진성능 상세평가 절차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시에 부재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이때, 교량의 소요역량은 교각의 단면해석결과를 통해

산정한 항복유효강성 을 구조해석모델에 적용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본 요령에서는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 및 받침지지길이에 대한 상세 내진성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교대와 기초 및 지반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따른다.

만약, 교량 전체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이력해석 등과 같은 정밀해석법으로 내진성능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지진운동으로 다양한 진동특성을 지닌 다수의 시간이력

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2절

교각의 단면해석

4.3절 4.4.1절

지진해석모델 작성

(평가지진하중 산정)
교각의 휨성능 곡선 산정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산정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 산정

교각의 소요역량 산정 교각의 공급역량 산정

교 각

4.4.1절

교량받침

4.4.2절

받침지지

길이

4.4.3절

교 대

[기초 및

지반

요령]

기 초

[기초 및

지반

요령]

지 반

[기초 및

지반

요령]

<해설그림 4.1.1> 내진성능 상세평가 절차

[수정] 지진력 및 변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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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3.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상부구조의 고정하중에 해설식(2.2.1)에 의해 구한 탄성지진응답

계수(C s)를 곱한 지진하중으로 한다. 교량받침 및 기초의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의

지진해석에 의해 산정된 기둥 상․하부의 조합탄성지진력과 단면해석에 의해 산정된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이는 교량받침과 기초부에 전달되는 하중이 교각의

성능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면특성 중 접근이 곤란하여 실제 특성값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에 제시된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료강도 중 콘크리트는 비파괴시험 등으로 얻은 실제강도와 설계강도를 비교 후 가장

불리한 경우를 적용하여 안전측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은

실제 사용된 철근을 시험하기가 어려워 실제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설계강도를 적용

한다. 특히, 재료의 시간이력에 의한 강도저하, 교각 주변환경의 변화 및 기타 요인 등에

의한 단면특성 및 재료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3. 교량받침 및 기초의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의 지진해석에 의해 산정된 기둥 상․하부의

조합탄성지진력과 휨 초과강도를 고려한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이는

교량받침과 기초부에 전달되는 하중이 교각의 성능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면특성 중 접근이 곤란하여 실제

특성값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에 표시된 값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재료강도는 실제강도와 설계강도를 비교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를 적용(실제강도가

설계강도보다 작으면 실제강도 적용, 실제강도가 설계강도보다 더 크면 설계강도

적용)하여 안전측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강도 중 철근과

같이 시편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제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설계강도를 적용 한다. 또한, 재료의 시간에 따른 강도저하, 교각의 공용 환경 및 기타

요인에 의한 단면특성 및 재료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교각의 최대 소성힌지력을 계산 할 때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실제강도(단, 설계기준강도

보다 커야 함)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실제강도가 없다면 콘크리트는

설계강도의 1.7배, 철근은 설계강도의 1.3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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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각의 단면강도는 교각이 갖는 휨성능 및 전단성능 곡선의 극한상태에

해당되는 강도를 말하며,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휨강도와

전단강도가 지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교각의 단면력보다 커야 한다.

2. 교각의 연성능력은 휨성능 곡선의 항복변위와 극한변위의 비에 의해

평가되며, 휨성능 곡선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선형 구조거동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해석

방법은 푸쉬오버(push-over) 해석과 모멘트-곡률( ) 해석이 있다. 본

요령에서는 해석의 간편성과 지진해석에 사용되는 항복유효강성 을

같이 산정하기 위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적용한다.

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은 도로교설계기준 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통해 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2 교각의 단면해석

4.2.1 일반사항

해설

2.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휨성능 곡선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쉬오버 해석과 모멘트-곡률 해석이 있다.

푸쉬오버 해석은 교각기둥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교각 전체를 모형화한 후 교각 상부에

수평변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비선형 하중-변위(P-Δ) 곡선을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기둥단면의 변화 등을 직접 고려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해석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수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모멘트-곡률 해석은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교각 단부의 대표단면에 대해서만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모형화한 후 비선형 단면해석을 수행하므로 해석모델의 작성이

1. 교각의 공급역량은 교각이 갖는 휨성능 및 전단성능 곡선으로부터

결정되는 단면강도와 연성능력(공급변위연성도)을 말하며,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역량이 지진하중에 의해 교각에 요구되는

소요역량보다 커야 한다.

2. 교각의 연성능력은 휨성능 곡선의 항복변위와 극한변위의 비에 의해

평가되며, 휨성능 곡선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선형 구조거동 특성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해석

방법은 푸쉬오버(push-over) 해석과 모멘트-곡률( ) 해석이 있다. 본

요령에서는 해석의 간편성과 지진해석에 사용되는 항복유효강성 을

같이 산정하기 위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적용한다.

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통해 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2 교각의 단면해석

4.2.1 일반사항

해설

2.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휨성능 곡선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쉬오버 해석과 모멘트-곡률 해석이 있다.

푸쉬오버 해석은 교각기둥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교각 전체를 모형화한 후 교각 상부에

수평변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비선형 하중-변위(P-Δ) 곡선을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기둥단면의 변화 등을 직접 고려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해석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수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모멘트-곡률 해석은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교각 단부의 대표단면에 대해서만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모형화한 후 비선형 단면해석을 수행하므로 해석모델의 작성이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2.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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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은 지진하중에 의해 교각기둥의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부의 기둥단면에 대하여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수행한다.

2.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은 교각의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표 4.2.1>과 같이 축방향철근의 이음상세와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 정도()를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과 최대공급변위

연성도 max로 극한상태를 정의하여야 한다.

3.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 구한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은

<그림 4.2.1>의 굵은 점선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변위연성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항복점(항복휨모멘트(), 항복곡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초기항복휨모멘트(), 초기항복곡률()), 극한점(극한휨모멘트(),

비교적 간단하나, 해석결과인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을 경험식에 적용하여 하중-변위

관계곡선으로 변환하여 휨강도를 산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위 방법이 아니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발전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검증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3. 도로교설계기준 에는 교각의 전단강도를 일반 교각과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교각의 전단강도는 설계개념(소성 설계와 연성도 설계)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본 요령에서는 교각의 내진성능을 연성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교각은 연성도 설계개념(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효과를 고려)에

의한 전단강도 산정식(콘크리트, 전단철근 및 축하중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를 더한 값)을

적용하며, 벽식 교각은 설계기준의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한다.

본 요령에 적용한 전단강도식은 ‘4.4.1.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2.2 모멘트-곡률 해석

1.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은 지진하중에 의해 교각기둥의 최대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부의 기둥단면에 대하여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수행한다.

2.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은 교각의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표 4.2.1>과 같이 축방향철근의 이음상세와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 정도()를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과 최대공급변위

연성도 max로 극한상태를 정의하여야 한다.

3.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 구한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은

<그림 4.2.1>의 굵은 점선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변위연성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항복점(항복휨모멘트(), 항복곡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초기항복휨모멘트(), 초기항복곡률()), 극한점(극한휨모멘트(),

비교적 간단하나, 기둥단면에 적합한 콘크리트 재료모델을 기술자가 선정하여야 하며,

해석결과를 경험식에 적용하여 하중-변위 관계곡선으로 변환하여 휨강도를 산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위 방법이 아니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해석방법(검증 필요)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3. 교량내진설계기준 에는 교각의 전단강도를 일반 교각과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 교각의 전단강도는 설계개념(소성 설계와 연성도 설계)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본 요령에서는 교각의 내진성능을 연성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교각은 연성도 설계개념(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효과를

고려)에 의한 전단강도 산정식(콘크리트, 전단철근 및 축방향력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를

더한 값)을 적용하며, 벽식 교각은 설계기준의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한다.

본 요령에 적용한 전단강도식은 ‘4.4.1.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2.2 모멘트-곡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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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곡률())을 이용하여 <그림 4.2.1>의 실선과 같이 2개의 직선으로

이상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방법별로 전체적인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지나

항복점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항복유효강성 이다.

<표 4.2.1>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극한변형률 및 최대공급변위연성도

축방향철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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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상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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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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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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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침

이음

철근

2단

이상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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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

  > 0.5 0.0043 +0.00085≤0.004

  ≤ 0.5

또는  모를 때 0.003

사각형

1단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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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

  > 0.5 0.0086-0.0023≤0.004

  ≤ 0.5

또는  모를 때
0.002 1.80

사

각

형

교

축

방

향

벽식 4≤ 0.0007 1.00

천이 1.5<<4 0.00278-0.00052 1.8-0.2

일반 ≤1.5
0.002 1.50

교직방향

※ 1)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비율이 0%인 경우의 콘크리트 극한변형률은 0.00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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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횡방향철근의 철근비, 인장강도(MPa) 및 극한변형률이고, ′는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는 원형 단면을 갖는 교각의 단면직경에 대한 겹침이음길이의 비

(겹침이음길이비,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m),  : 단면직경(m))를

의미한다.

3) 는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길이(교직방향, 횡방향)와

단면높이(교축방향, 종방향)의 비 즉, 종횡비를 의미하며, 종횡비를 결정하는

방법은 평가요령․예제집 의 2.2.2절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극한곡률())을 이용하여 <그림 4.2.1>의 실선과 같이 2개의 직선으로

이상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방법별로 전체적인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지나

항복점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기울기가 항복유효강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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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철근 상세
콘크리트 극한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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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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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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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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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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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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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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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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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0.5 0.0086 -0.0023≤0.004

 ≤ 0.5

또는  모를 때
0.002 1.80

사

각

형

교

축

방

향

벽식 4≤ 0.0007 1.00

천이 1.5<<4 0.00278-0.00052 1.8-0.2

일반 ≤1.5
0.002 1.50

교직방향

※ 1)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비율이 0%인 경우의 콘크리트 극한변형률은 0.004를

기본으로 하며,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 정도를 고려하여  ( ,  및

는 각각 횡방향철근의 철근비, 인장강도(MPa) 및 극한변형률이고, ′는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는 원형 단면을 갖는 교각의 단면직경에 대한 겹침이음길이의 비

(겹침이음길이비,  :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m),  : 단면직경(m))를

의미한다.

3) 는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기둥의 단면길이( , 교축직각방향, 횡방향)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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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약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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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모멘트-곡률 관계곡선

해설

1. 교각의 형식이 T형식이나 구주식 등과 같이 단일기둥(단주)으로 이루어져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둥 하부에 대해서만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며, 문형식 등과

같이 다수의 기둥(다주)으로 이루어져 기둥간 강절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부구조와

강절로 연결되어 기둥 상․하부가 고정되어 라멘(골조) 거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둥

상․하부에 대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비내진 RC교각의 내진성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와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여 교각기둥의 축방향철근 겹침이음 비율에 따라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과

공급변위연성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겹침이음 비율이 100%인 교각 중 원형 단면을 갖는

경우에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비( )를 변수로 하고, 사각형 단면을 갖는

경우에는 단면의 종횡비( )를 변수로 하여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과

공급변위연성도를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해설 그림 4.2.1> 참조).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비율은 준공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겹침이음 존재 유무와 위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0% 겹침이음은 준공도서 상에 단일철근 또는 겹침이음이

존재하나 위치가 소성힌지영역(대략적으로 기둥 끝단에서 부터 기둥직경에 해당하는

높이까지)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를 말한다. 100% 겹침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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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각의 형식이 T형식이나 구주식 등과 같이 단일기둥(단주)으로 이루어져 캔틸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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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절로 연결되어 기둥 상․하부가 고정되어 라멘(골조) 거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둥

상․하부에 대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비내진 RC교각의 내진성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와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여 교각기둥의 축방향철근 겹침이음 비율에 따라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과

공급변위연성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겹침이음 비율이 100%인 교각 중 원형 단면을 갖는

경우에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비( )를 변수로 하고, 사각형 단면을 갖는

경우에는 단면의 종횡비()를 변수로 하여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과

공급변위연성도를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해설 그림 4.2.1> 참조).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비율은 준공도서에 표기되어 있는 겹침이음 존재 유무와 위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0% 겹침이음은 준공도서 상에 단일철근 또는 겹침이음이

존재하나 위치가 소성힌지영역(대략적으로 기둥 끝단에서 부터 기둥직경에 해당하는

높이까지)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를 말한다. 100% 겹침이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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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모두 겹침이음이 존재하며, 겹침이음의 위치가 소성힌지영역

내에 있거나 불분명하게 표기된 경우(안전측 평가 유도)를 말한다. 50% 겹침이음은 2단

이상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모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경우(나머지 조건은 100%

겹침이음과 동일)이거나 1단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하나 건너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전체 철근비 중 겹침이음된 철근비가 50%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준공도서가 보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Footing을 포함한 교각의 높이가 8m를

넘어가는 경우(일반적으로 기성철근은 운반상 편의를 위해 8m 길이로 가공하여 배송)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해 소성힌지영역 내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방향철근의 배근 상세에 따라 겹침이음 비율을 50% 또는 100%로 가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축방향철근의 직경은 비파괴 탐사로 위치 및 깊이를 확인하여

코어를 뚫어 실측하여야 하며, 이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교각의 단면특성이 SRC(Steel Reinforced Concrete) 합성구조이거나 프리스트레스

공법에 의해 텐던으로 연결된 경우는 축방향철근에 의한 저항보다 강재나 텐던에 의한

저항이 지배적이므로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더라도 단일철근으로 가정하여

겹침이음 비율을 0%로 적용하여야 하며, 단면해석은 강재나 텐던의 거동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그림 4.2.1>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극한변형률 및 최대공급변위연성도 산정절차

3.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으로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 초기항복점 및 극한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초기항복점은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상태

(항복변형률에 도달한 상태)를, 극한점은 압축콘크리트의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에

1단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모두 겹침이음이 존재하며, 겹침이음의 위치가 소성힌지영역

내에 있거나 불분명하게 표기된 경우(안전측 평가 유도)를 말한다. 50% 겹침이음은 2단

이상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모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경우(나머지 조건은 100%

겹침이음과 동일)이거나 1단 배근된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하나 건너 하나씩

존재하는 경우(전체 철근비 중 겹침이음된 철근비가 50%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준공도서가 보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는 Footing을 포함한 교각의 높이가 8m를

넘어가는 경우(일반적으로 기성철근은 운반상 편의를 위해 8m 길이로 가공하여 배송)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해 소성힌지영역 내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축방향철근의 배근 상세에 따라 겹침이음 비율을 50% 또는 100%로 가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축방향철근의 직경은 비파괴 탐사로 위치 및 깊이를 확인하여

코어를 뚫어 실측하여야 하며, 이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교각의 단면특성이 SRC(Steel Reinforced Concrete) 합성구조이거나 프리스트레스

공법에 의해 텐던으로 연결된 경우는 축방향철근에 의한 저항보다 강재나 텐던에 의한

저항이 지배적이므로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더라도 단일철근으로 가정하여

겹침이음 비율을 0%로 적용하여야 하며, 단면해석은 강재나 텐던의 거동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그림 4.2.1> 겹침이음 상세에 따른 극한변형률 및 최대공급변위연성도 산정절차

3.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으로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 초기항복점 및 극한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초기항복점은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상태

(항복변형률에 도달한 상태)를, 극한점은 압축콘크리트의 최연단 압축변형률이 극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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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철근의 재료모델은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도달한 상태(극한변형률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해석으로 철근의 파단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극한점을 축방향철근의 파단이 발생한 상태와 횡철근의 파단으로

구속효과가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파괴에 이르는 상태를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교각의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공급변위연성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항복점(항복변위)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원점과 초기항복점, 극한점을 이용하여 2개의 직선으로 이상화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방법별로 전체적인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장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상화 방법은 원점에서 초기항복점을

지나는 직선과 극한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교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에 가장 근사하게 이상화 하는 방법은 원점에서

초기항복점을 지나는 직선과 극한점을 지나는 임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 중 비선형

곡선과 에너지(면적)를 동일하게 하는 교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상화된 2선형 곡선(bi-linear)의 2차 강성(항복점과 극한점 사이의 강성)은 ‘0’ 이상

(극한휨모멘트 ≥항복휨모멘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3 비선형 재료모델

해설

1. 교각은 지진 시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이며, 이러한 부재의 횡구속철근은

압축콘크리트를 구속하고 축방향철근의 좌굴을 방지하여 파괴에 이르기까지 큰 압축

변형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횡구속철근이 없으면 부재는 비교적 작은

변형에서도 콘크리트의 피복이 탈락되며 쉽게 파괴에 이르게 된다.

1.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철근의 재료모델은 실제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도달한 상태(극한변형률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해석으로 철근의 파단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극한점을 축방향철근의 파단이 발생한 상태와 횡철근의 파단으로

구속효과가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파괴에 이르는 상태를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교각의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공급변위연성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항복점(항복변위)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원점과 초기항복점, 극한점을 이용하여 2개의 직선으로 이상화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방법별로 전체적인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장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상화 방법은 원점에서 초기항복점을

지나는 직선과 극한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교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에 가장 근사하게 이상화 하는 방법은 원점에서

초기항복점을 지나는 직선과 극한점을 지나는 임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 중 비선형

곡선과 에너지(면적)를 동일하게 하는 교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상화된 2선형 곡선(bi-linear)의 2차 강성(항복점과 극한점 사이의 강성)은 ‘0’ 이상

(극한휨모멘트 ≥항복휨모멘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3 비선형 재료모델

해설

1. 교각은 지진 시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이며, 이러한 부재의 횡구속철근은

압축콘크리트를 구속하고 축방향철근의 좌굴을 방지하여 파괴에 이르기까지 큰 압축

변형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횡구속철근이 없으면 부재는 비교적 작은

변형에서도 콘크리트의 피복이 탈락되며 쉽게 파괴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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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교각 단면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압축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Stress-Strain)

모델은 교각의 실제 거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설그림 4.2.2>와 같이 횡방향철근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a) 원형단면 (b) 사각형단면 (c) 횡구속철근에

따른 구속효과

(d) 축방향철근에

따른 구속효과

<해설그림 4.2.2> 철근상세에 따른 구속효과( : 비구속 영역, Priestley 등, 1996)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모델은 수정된 Kent & Park 모델(1982)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원형 단면 등과 같이 어떤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요령에서는 <해설그림 4.2.3>의 응력-변형률

관계와 같이 모든 단면 형상과 횡구속 철근량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Mander

등(1988)의 제안식을 사용한다. 이때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효과 및 횡방향철근의

구속효과에 대해서는 <표 4.2.1>에 따라 압축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설그림 4.2.3> 압축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Mander 등, 1988)

교각 단면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압축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Stress-Strain)

모델은 교각의 실제 거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설그림 4.2.2>와 같이 횡방향철근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a) 원형단면 (b) 사각형단면 (c) 횡구속철근에

따른 구속효과

(d) 축방향철근에

따른 구속효과

<해설그림 4.2.2> 철근상세에 따른 구속효과( : 비구속 영역, Priestley 등, 1996)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모델은 수정된 Kent & Park 모델(1982) 등과 같이

여러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안식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단면형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대상의 단면형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요령에서는 임의 단면형상에 대한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해설그림 4.2.3>과 같이 Mander 등(1988)의 제안식을 소개한다. 이때,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효과 및 횡방향철근의 구속효과에 대해서는 <표 4.2.1>에 따라

압축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설그림 4.2.3> 압축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Mander 등, 1988)

[수정] 교각의 실제 거동을 예측

할 수 있도록 단면형상에 부합하

는 적절한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

록 관련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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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가. 횡구속된 콘크리트 재료모델

 
   
′  

해설식(4.2.1)

′  ′ 

′

 ′
 ′

 ′
   해설식(4.2.2)

  


해설식(4.2.3)

  



   ′

′
 




 해설식(4.2.4)

   sec

 
해설식(4.2.5)

  
′    해설식(4.2.6)

sec  

′
해설식(4.2.7)

 
   



′  
해설식(4.2.8)

  


해설식(4.2.9)

여기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의 구속이 없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 콘크리트의 유효횡구속응력(MPa)

 : 콘크리트의 극한강도(MPa)

 : 보통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보정계수, ′이 MPa 이하면 MPa이고,

MPa 이상이면 MPa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으로 구함

 :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해당하는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의 구속이 없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해당하는 압축변형률

 :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가. 횡구속된 콘크리트 재료모델

 
   
′  

해설식(4.2.1)

′  ′ 

′

 ′
 ′

 ′
   해설식(4.2.2)

  


해설식(4.2.3)

  



    ′

′
 




 해설식(4.2.4)

   sec


해설식(4.2.5)

  
′   해설식(4.2.6)

sec  

′
해설식(4.2.7)

 
   



′  
해설식(4.2.8)

  


해설식(4.2.9)

여기서,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 횡방향철근의 구속이 없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MPa)

 ′ : 콘크리트의 유효횡구속응력(MPa)

 : 콘크리트의 극한강도(MPa)

 : 보통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보정계수, ′이 MPa 이하면 MPa이고,

MPa 이상이면 MPa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으로 구함

 :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 횡방향철근의 구속이 없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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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 sec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MPa) 및 할선탄성계수(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변형률비 및 극한변형률비

단면의 형상에 따른 유효횡구속응력  ′은 다음과 같다.

- 원형 단면일 경우

′    해설식(4.2.10)

  ′ 

  
해설식(4.2.11)

- 사각형 단면일 경우

′     해설식(4.2.12a)

′     해설식(4.2.12b)

여기서,  : 유효구속계수

 : 콘크리트의 횡구속응력(MPa)

 : 횡구속철근의 항복강도(MPa)

 : 횡구속철근의 단면적(mm)

′ : 횡구속철근이 구부러져 이룬 원의 철근 중심간 간격(mm)

 : 횡구속철근의 수직간격(mm)

′ : 사각형 단면의 x방향에 따른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의 y방향에 따른 유효횡구속응력(MPa)

 : 사각형 단면의 x방향에 따른 횡구속철근비

 : 사각형 단면의 y방향에 따른 횡구속철근비

해설식(4.2.10)과 해설식(4.2.12)에서의 유효구속계수 는 <해설그림 4.2.4>와 같이

횡구속철근에 의해 유효하게 구속되는 콘크리트 최소면적과 횡구속철근의 중심선으로

에워싸인 공칭 횡구속 콘크리트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원형 단면에서는 0.95,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0.75, 직사각형 벽식 단면에서는 0.6이 된다. 보다 상세한 산정방법은 Mander

등(1988)의 논문과 Priestley 등(1996)의 저서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

 , sec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MPa) 및 할선탄성계수(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변형률비 및 극한변형률비

단면의 형상에 따른 콘크리트의 유효횡구속응력  ′은 다음과 같다.

- 원형 단면일 경우

′    해설식(4.2.10)

  ′ 

  
해설식(4.2.11)

- 사각형 단면일 경우

′     해설식(4.2.12a)

′     해설식(4.2.12b)

여기서,  : 콘크리트의 유효구속계수

 : 콘크리트의 횡구속응력(MPa)

 : 횡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

 : 횡방향철근의 단면적(mm)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심부콘크리트의 크기로 횡방향철근 중심간 간격(mm)

 :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mm)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에 따른 유효횡구속응력(MPa)

′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에 따른 유효횡구속응력(MPa)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x방향에 따른 횡방향철근비

 : 사각형 단면을 갖는 콘크리트의 y방향에 따른 횡방향철근비

해설식(4.2.10)과 해설식(4.2.12)에서의 유효구속계수 는 <해설그림 4.2.4>와 같이

횡구속철근에 의해 유효하게 구속되는 콘크리트 최소면적과 횡구속철근의 중심선으로

에워싸인 공칭 횡구속 콘크리트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원형 단면에서는 0.95,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0.75, 직사각형 벽식 단면에서는 0.6이 된다. 보다 상세한 산정방법은 Mander

등(1988)의 논문과 Priestley 등(1996)의 저서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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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a) 원형 단면 (b) 사각형 단면

<해설그림 4.2.4> 횡방향철근에 따른 위치별 구속콘크리트 산정(Mander 등, 1988)

나. 횡구속이 없는 콘크리트 재료모델

횡구속이 없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횡구속철근비    이므로    ′  이 된다.

이를 횡구속된 콘크리트 재료모델의 기본식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간략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강부분을 추가하여 규정한다.

-  ≤    인 경우

 
   
′

해설식(4.2.13a)

-  ≤    인 경우

          
    해설식(4.2.13b)

-  ≥  인 경우

   또는    해설식(4.2.13c)

(a) 원형 단면 (b) 사각형 단면

<해설그림 4.2.4> 횡방향철근에 따른 위치별 구속콘크리트 산정(Mander 등, 1988)

나. 횡구속이 없는 콘크리트 재료모델

횡구속이 없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횡구속철근비    이므로    ′  이 된다.

이를 횡구속된 콘크리트 재료모델의 기본식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간략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강부분을 추가하여 규정한다.

-  ≤    인 경우

 
   
′ 

해설식(4.2.13a)

-  ≤    인 경우

          
    해설식(4.2.13b)

-  ≥  인 경우

   또는    해설식(4.2.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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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식(4.2.14)

   sec


해설식(4.2.15)

  ′   (′≤ MPa ) 해설식(4.2.16)

sec  

′
해설식(4.2.17)

 
   



′  
해설식(4.2.18)

  


해설식(4.2.19)

여기서,  : 피복탈락이 발생한 이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피복탈락이 발생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참고문헌

Kent, D.C. and R. Park (1971) "Flexural members with confined concrete", Journal of the

Structural Division, ASCE, Vol.97, No.7, pp.1969-1990.

Scott, B. D., R. Park and M. J. N. Priestley (1982) "Stress-strain behavior of concrete

confined by overlapping hoops at low and high strain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Concrete Institute, Vol.79, No.1, pp.13-27.

J. B. Mander, M. J. N. Priestley and R. Park (1988) "Theoretical stress-strain model for

confined concrete",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14, No.8,

pp.1804-1826.

M. J. N. Priestley, F. Seible and G. M. Calvi (1996) Seismic Design and Retrofit of

Bridges, John Wiley & Sons, Inc.

2. 교각 단면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철근의 응력-변형률 모델은 <해설그림

4.2.5>와 같이 실제 거동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변형경화를 고려한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요령에서는 철근의 변형경화 구간을 곡선으로 표현한 모델 중 Park 등(1975)이

제안한 모델을 적용한다. 이때 구간별 철근의 인장응력(강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설식(4.2.14)

    sec


해설식(4.2.15)

  ′   (′≤ MPa ) 해설식(4.2.16)

sec  

′
해설식(4.2.17)

 
   



′  
해설식(4.2.18)

  


해설식(4.2.19)

여기서,  : 피복탈락이 발생한 이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피복탈락이 발생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참고문헌

Kent, D.C. and R. Park (1971) "Flexural members with confined concrete", Journal of the

Structural Division, ASCE, Vol.97, No.7, pp.1969-1990.

Scott, B. D., R. Park and M. J. N. Priestley (1982) "Stress-strain behavior of concrete

confined by overlapping hoops at low and high strain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Concrete Institute, Vol.79, No.1, pp.13-27.

J. B. Mander, M. J. N. Priestley and R. Park (1988) "Theoretical stress-strain model for

confined concrete",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114, No.8,

pp.1804-1826.

M. J. N. Priestley, F. Seible and G. M. Calvi (1996) Seismic Design and Retrofit of

Bridges, John Wiley & Sons, Inc.

2. 교각 단면의 모멘트-곡률 해석에 사용되는 철근의 응력-변형률 모델은 <해설그림

4.2.5>와 같이 실제 거동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변형경화를 고려한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요령에서는 철근의 변형경화 구간을 곡선으로 표현한 모델 중 Park 등(1975)이

제안한 모델을 적용한다. 이때 구간별 철근의 인장응력(강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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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2.5>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Park 등, 1975)

-  ≤  ≤  (OA, 탄성구간)

  ⋅ 해설식(4.2.20a)

-      (AB, 소성구간)

   해설식(4.2.20b)

-  ≤  ≤  (BC, 변형경과구간)

  




  

    




    


 해설식(4.2.20c)

 





      

해설식(4.2.21)

     해설식(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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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2.5>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Park 등, 1975)

-  ≤  ≤  (OA, 탄성구간)

  ⋅ 해설식(4.2.20a)

-      (AB, 소성구간)

   해설식(4.2.20b)

-  ≤  ≤  (BC, 변형경과구간)

  




  

  




   


 해설식(4.2.20c)

 





      

해설식(4.2.21)

     해설식(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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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기서,  : 철근의 인장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철근의 극한강도(MPa)

 : 철근의 변형률

 : 철근의 항복변형률

 : 철근의 극한변형률

 : 철근의 변형경화가 시작되는 변형률

철근의 강도와 변형률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설표 4.2.1>와 같이

KS D 3504(2011)에 제시된 최소강도와 CALTRANS SDC(2013)와 한국도로공사(2012)

지침에 제시된 변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표 4.2.1> 철근의 강도 및 변형률(최소값)

철근 종류      
2)

 

SD240
1)

240 MPa 390 MPa 0.0012 0.0115 0.128

SD300 300 MPa 440 MPa 0.0015 0.0115 0.125

SD350 350 MPa 490 MPa 0.00175 0.0115 0.122

SD400 400 MPa 560 MPa 0.002 0.0115 0.120

1) 2011년에 개정된 KS D 3504에는 항복강도가 300MPa 이상(SD300)인 이형봉강에

대해서만 최소강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교량 중에는 SD240으로 시공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SD240에 대한 최소강도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제시된 값을 적용

2) 철근의 탄성계수 =200,000MPa 적용

참고문헌

R. Park and T. Paulay (1975)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iley, pp.36-47.

KS D 3504 (201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도로교통연구원 건설환경연구실 (2012) 교량 내진성능평가 지침, 한국도로공사.

CALTRANS (2013) Seismic Design Criteria, Version 1.7,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acramento, CA, USA.

여기서,  : 철근의 인장강도(MPa)

 : 철근의 항복강도(MPa)

 : 철근의 극한강도(MPa)

 : 철근의 변형률

 : 철근의 항복변형률

 : 철근의 극한변형률

 : 철근의 변형경화가 시작되는 변형률

철근의 강도와 변형률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설표 4.2.1>와 같이

KS D 3504(2011)에 제시된 최소강도와 CALTRANS SDC(2013)와 한국도로공사(2012)

지침에 제시된 변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표 4.2.1> 철근의 강도 및 변형률(최솟값)

철근 종류     
2)

 

SD2401) 240 MPa 390 MPa 0.0012 0.0115 0.128

SD300 300 MPa 440 MPa 0.0015 0.0115 0.125

SD350 350 MPa 490 MPa 0.00175 0.0115 0.122

SD400 400 MPa 560 MPa 0.002 0.0115 0.120

1) 2011년에 개정된 KS D 3504에는 항복강도가 300MPa 이상(SD300)인 이형봉강에

대해서만 최소강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량 중에는 SD240으로 시공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SD240에 대한 최소강도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제시된 값을 적용

2) 철근의 탄성계수 =200,000MPa 적용

참고문헌

R. Park and T. Paulay (1975)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iley, pp.36-47.

KS D 3504 (201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도로교통연구원 건설환경연구실 (2012) 교량 내진성능평가 지침, 한국도로공사.

CALTRANS (2013) Seismic Design Criteria, Version 1.7,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acramento,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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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지진해석방법은 도로교설계기준 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

1. 교량의 지진해석방법은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한다.

2. 정밀해석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검증된 정밀해석법(시간이력해석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단경간교 및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는 상세한 지진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4. 지진해석 시 모든 고정된 교각 또는 교대 지점들은 동일 시점에 있어서

동일한 지반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4.3 지진해석

4.3.1 해석방법

교량의 지진해석방법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

1. 교량의 지진해석방법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하며, 1차

고유진동모드가 탁월할 경우에는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상세해석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검증된

정밀해석법(시간이력해석법 등)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정밀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경간교 및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의 내진성능평가는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4. 지진해석 시 모든 고정된 교각 또는 교대 지점들은 동일 시점에 있어서

동일한 지반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5. 지진해석에 의한 탄성지진력은 수평 2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수직 운동의 영향을 반영한다. 수평 2축은 교량의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평가자의 판단 하에 가장

불리한 축을 선정하여야 한다.

4.3 지진해석

4.3.1 해석방법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과 일관성 확보

2. 정밀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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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교각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은 교량의 탄성주기를 계산하여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응답가속도(탄성지진응답계수,

Cs)의 크기를 결정하여 계산한다. 이때, 교각의 탄성상태는 균열 발생 후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처음으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로 정의한다.

2.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3.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성지진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해설

3. 단경간교는 간략히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교량받침과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

받침지지길이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종방향 및 횡방향에 작용하는

평가지진력은 고정하중반력에 가속도계수와 지반계수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교량받침에

대하여 고정하중의 20%에 해당되는 값을 평가지진력으로 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고정하중은 구속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종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상부구조의 각 세그먼트 자중을 고정하중으로 하며, 횡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교량받침에서의 고정하중 반력을 고정하중으로 한다.

4.3.2 평가지진하중

해설

1. 지진해석방법으로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여 탄성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지진하중은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한다.

2. 지진해석방법으로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여 탄성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지진하중은 등가정적 지진하중으로 한다.

3.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4.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성지진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해설

3. 단경간교는 상부구조와 교대 사이의 연결부가 고정하중반력에 최대지반가속도 (암반지반의

경우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 토사지반의 경우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를 곱한 값)를 곱한 값의 수평지진하중이 작용하였을 경우에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고,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 받침지지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교량받침이나 기계장치는 고정하중의 20%에 해당되는 수평지진하중이 구속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 받침지지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평지진하중으로 사용되는 고정하중이 교축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상부구조의 각 세그먼트 자중으로 하며, 교축직각방향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교량받침에서의 고정하중 반력으로 정의한다.

4.3.2 평가지진하중

해설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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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교량의 탄성상태라 함은 교각단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전단면이 유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각단면에 인장균열이 발생하고 인장측 최연단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를 말한다. 교량의 주기는 종방향(교축방향) 및 횡방향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해설식(4.3.1)로 각각 계산하며, , 는 해설식(4.3.2)로

계산된다.

T  

  g 


해설식(4.3.1)

    해설식(4.3.2a)

          해설식(4.3.2b)

여기서,   : 상부구조의 관성력 작용 위치에 가하는 균일한 등분포하중

g : 중력가속도(9.81msec )

    : 균일한 등분포 하중  에 의한 정적 처짐

   : 교량상부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단위길이당 고정하중

단경간 교량 또는 일점고정연속교의 교축방향과 같이 1자유도로 모델링 가능한 구조의

탄성주기는 해설식(4.3.3)과 같이 간략하게 계산된다.

T  


 g

W
해설식(4.3.3)

여기서, W : 유효중량으로 교량상부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총중량

(교량의 고정하중)

  : 해석으로 구한 교각의 유효탄성강성으로 탄성 상태의 강성을 말함

주기를 계산하면 해설식(2.2.1)에 의해 탄성지진응답계수(Cs)를 구하고 이로부터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해설식(4.3.4)와 같이 계산한다.

   

 C s
      해설식(4.3.4)

1. 교량의 탄성상태라 함은 교각단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전단면이 유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각단면에 인장균열이 발생하고 인장측 최연단철근이 최초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를 말한다.

2. 단일모드스펙트럼해석을 위한 교량의 주기는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해설식(4.3.1)로 각각 계산한다.

  

  g 


해설식(4.3.1)

    해설식(4.3.2a)

          해설식(4.3.2b)

여기서,   : 상부구조의 관성력 작용 위치에 가하는 균일한 등분포하중

g : 중력가속도, 9.81msec

    : 균일한 등분포 하중  에 의한 정적 처짐

   : 교량 상부구조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단위길이당 고정하중

단경간 교량 또는 일점고정연속교의 교축방향과 같이 1자유도로 모델링 가능한 구조의

탄성주기는 해설식(4.3.3)과 같이 간략하게 계산된다.

  


 g

W
해설식(4.3.3)

여기서, W : 유효중량으로 교량상부와 이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는 하부구조의 총중량

(교량의 고정하중)

  : 해석으로 구한 교각의 유효강성

계산된 주기 에 해당하는 스펙트럼가속도 를 <해설표 2.2.3>에 의해 구하고 이로부터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해설식(4.3.4)와 같이 계산한다.

   

  
      해설식(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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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교량의 지진해석모델은 가능한 지진에 따른 실제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조물의 강성 및 관성효과를 고려하여 절점과 부재,

연결부(경계조건)로 구성된 3차원 뼈대구조로 모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RC

         해설식(4.3.5)

여기서,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

단경간교량 또는 일점고정연속교의 교축방향과 같이 단일모드(1자유도)로 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의 지진하중 FE는 해설식(4.3.6)과 같이 간략하게 계산된다. 한편, 다경간

연속교의 상부구조는 일반적으로 교축직각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교각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정받침에 의해 지지되므로 지진 시 관성력은 모든 교각으로 분담된다. 따라서

각 교각의 단면강도 및 변형성능을 고려하여 파괴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교각에 대하여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고려하면 된다.

FE  W × Cs 해설식(4.3.6)

2. 교량의 기초 제원과 지반의 물성값을 알고 있고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제시하는

기초의 등가강성을 교각 끝단에 적용하여 기초지반의 효과를 고려한 교량의 주기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교량 기초의 종류가 직접기초로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에는 기초 및 지반의 영향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평가가 되도록 교량의 주기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3. 교량의 기초 제원이나 지반의 물성값을 알지 못하여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성지진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교량주기를 산정한다.

4.3.3 지진해석모델

교량의 지진해석모델은 가능한 지진에 따른 실제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조물의 강성 및 관성효과를 고려하여 절점과 부재,

연결부(경계조건)로 구성된 3차원 뼈대구조로 모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RC

         해설식(4.3.5)

여기서,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등가정적 지진하중

 : 상부구조의 단위길이당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

단경간교량 또는 일점고정연속교의 교축방향과 같이 단일모드(1자유도)로 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의 지진하중 FE는 해설식(4.3.6)과 같이 간략하게 계산된다. 한편, 다경간

연속교의 상부구조는 일반적으로 교축직각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교각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정받침에 의해 지지되므로 지진 시 관성력은 모든 교각으로 분담된다. 따라서

각 교각의 단면강도 및 변형성능을 고려하여 파괴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교각에 대하여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세기를 고려하면 된다.

F E  W ×   해설식(4.3.6)

3. 교량의 기초 제원과 지반의 물성값을 알고 있고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제시하는

기초의 등가강성을 교각 끝단에 적용하여 기초지반의 효과를 고려한 교량의 주기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교량 기초의 종류가 직접기초로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에는 기초 및 지반의 영향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평가가 되도록 교량의 주기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4. 교량의 기초 제원이나 지반의 물성값을 알지 못하여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탄성지진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교량주기를 산정한다.

4.3.3 지진해석모델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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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교의 상부구조는 평면요소로 모형화하여도 무방하다.

1. 교량은 지진 시 함께 진동하는 진동모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야 한다.

2. 교량의 지진해석모델 작성 시 재료강도와 단면 및 부재크기 등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특성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의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3. 교량의 상부구조는 지진 시 일반적으로 탄성거동을 하므로 탄성체로

모형화 한다. 다만, 케이블 등과 같이 비선형거동이 예측되는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형화 하여야 한다.

4. 교각의 소요역량을 결정하기 위한 지진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중 교각의

강성 은 <그림 4.2.1>의 모멘트-곡률( )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항복유효강성 을 사용한다.

5. 교량의 받침부는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가동단과 고정단을

구분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하도록 모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탄성받침과 같이 고무형식의 받침은 고정단과 가동단을 구분하지 않고,

받침의 전단강성을 적용하여 모형화한다.

슬래브교와 같이 바닥판이 주부재 역할을 수행하는 상부구조는 평면요소로

모형화하여도 무방하다.

1. 교량은 지진 시 함께 진동하는 진동모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모형화하여야 한다.

2. 지진 시에도 교량에 큰 활하중이 재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그 활하중의 관성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지진해석모델 작성 시 재료강도와 단면 및 부재크기 등은

현장조사에서 얻은 실제 특성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특성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의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4. 교량의 상부구조는 지진 시 일반적으로 탄성거동을 하므로 탄성체로

모형화 한다. 다만, 케이블 등과 같이 비선형거동이 예측되는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형화 하여야 한다.

5. 교각의 소요역량을 결정하기 위한 지진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중 교각의

휨강성 은 <그림 4.2.1>의 모멘트-곡률( )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항복유효강성 을 사용한다.

6. 교량의 받침부는 교축방향과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가동단과 고정단을

구분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하도록 모형화하여야 한다. 다만

탄성받침과 같이 고무형식의 받침은 고정단과 가동단을 구분하지 않고,

받침의 전단강성을 적용하여 모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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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제시하는

기초의 등가강성을 교각 끝단에 적용하여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해설

1. 교량의 지진해석은 단일모드스펙트럼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교량이

단일모드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는 연속된 상부구조(사각 및 곡률이 없이 경우)를 하나의

고정단 교각이 지지하는 교량의 교축방향 거동만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의 교량은

지배모드가 여러개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중모드에 의해 지배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질량참여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진동모드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해서는 95% 이상을 권한다.

2. 단면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측된 치수를 적용하며, 접근이 곤란하여 실측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는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교각의 재료강도 중 콘크리트 강도는

비파괴시험 등으로 얻은 실제강도와 설계강도 중 불리한 경우를 적용하며, 철근강도는

실제 사용된 철근을 시험하기 어려우므로 설계기준강도나 <해설표 4.2.1>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진 시 교량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은 대부분 교각과 받침부에서 발생하며, 상부구조는

탄성거동을 보이므로 상부구조에 대해 불필요한 비선형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부구조는 지진 시 탄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탄성체로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이다. 다만, 케이블 등과 같이

비선형거동이 예측 되는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탄성지진해석을 수행하여 소요역량 산정에 필요한 단면력과 변위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각의 강성 을 항복유효강성 으로 정의한다. 교각의 항복유효강성은

해설식(4.3.7)과 같이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각기둥 단부의 단면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모멘트-곡률( ) 관계곡선의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지진해석을 위한 해석프로그램에 항복유효강성을 입력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와 동일)와 항복시의 유효단면2차 모멘트 를 구분하여

7. 교량의 기초 및 지반이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제시하는

기초의 등가강성을 교각 끝단에 적용하여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해설

1. 교량의 지진해석은 다중모드스펙트럼해석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되는 모드의

수는 지간 수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잔여모드를 모두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응답이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충분한 개수의 모드를 고려(질량참여율 90% 이상)하여야 한다.

이때, 부재의 단면력과 변위 산정을 위한 개별 모드들의 응답성분 조합은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방법을 적용한다.

3. 단면특성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측된 치수를 적용하며, 접근이 곤란하여 실측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는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교각의 재료강도 중 콘크리트 강도는

비파괴시험 등으로 얻은 실제강도와 설계강도 중 불리한 경우를 적용하며, 철근강도는

실제 사용된 철근을 시험하기 어려우므로 설계기준강도나 <해설표 4.2.1>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4. 지진 시 교량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은 대부분 교각과 받침부에서 발생하며, 상부구조는

탄성거동을 보이므로 상부구조에 대해 불필요한 비선형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부구조는 지진 시 탄성거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탄성체로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이다. 다만, 케이블 등과 같이

비선형거동이 예측 되는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탄성지진해석을 수행하여 소요역량 산정에 필요한 단면력과 변위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각의 휨강성 을 항복유효강성 으로 정의한다. 교각의

항복유효강성은 해설식(4.3.7)과 같이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각기둥 단부의

단면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모멘트-곡률( ) 관계곡선의 원점과 초기항복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지진해석을 위한 해석프로그램에 항복유효강성을 입력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와 동일)와 항복시의 유효단면2차 모멘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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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다.

   


 


해설식(4.3.7)

여기서,  :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각의 항복유효강성

,  :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각의 초기항복 및 항복 시 휨모멘트

 ,  : 고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각의 초기항복 및 항복 시 곡률

해설식(4.3.7)로 정의되는 교각의 항복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하여 교각단면에 대한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해설식(4.3.8)로 계산되는

항복 시 유효단면2차 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g

  g 해설식(4.3.8)

여기서, g : 교각의 전체단면적(m)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g : 철근을 무시한 교각 전체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m)

 : 고정하중에 의해 교각의 상부에 작용(최소)하는 축하중(kN)

 : 교각의 축방향철근비

5. 교량의 지진 시 거동은 받침부의 거동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받침 위치와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한 정확한 거동 특성(가동 유무, 전단강성 등) 등을 고려하여

모형화하여야 한다. 이때 받침의 높이 및 상부구조의 높이까지 고려하여 실 교량의

지진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받침의 기본제원은 기존성능 평가결과와

제조사의 카달로그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교량의 지진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의 영향을 무시하고 교각 끝단을 고정단으로

모형화하여 교각의 설계나 평가 시 큰 설계력을 적용하게 되므로 보수적인 설계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강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초면에서

발생하는 회전과 변위, 지반-기초구조물 동적상호작용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구분하여 입력한다.

   


 


해설식(4.3.7)

여기서,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항복유효강성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초기항복 및 항복 시 휨모멘트

 ,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초기항복 및 항복 시 곡률

해설식(4.3.7)로 정의되는 교각의 항복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하여 교각단면에 대한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해설식(4.3.8)로 계산되는

항복 시 유효단면2차 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g

  g 해설식(4.3.8)

여기서, g : 교각의 전체단면적(m)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g : 철근을 무시한 교각 전체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m)

 : 계수하중에 의해 교각의 상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kN)

 : 교각의 축방향철근비

6. 교량의 지진 시 거동은 받침부의 거동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받침 위치와

교축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한 정확한 거동 특성(가동 유무, 전단강성 등) 등을 고려하여

모형화하여야 한다. 이때 받침의 높이 및 상부구조의 높이까지 고려하여 실 교량의

지진거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받침의 기본제원은 기존성능 평가결과와

제조사의 카달로그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교량의 지진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의 영향을 무시하고 교각 끝단을 고정단으로

모형화하여 교각의 설계나 평가 시 큰 설계력을 적용하게 되므로 보수적인 설계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구조물의 강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초면에서

발생하는 회전과 변위, 지반-기초구조물 동적상호작용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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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지진력의 조합은 30% 규정에 따라 조합한다.

못하게 되어 변위 측면에서 불안전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기초형식별로 제시된 등가강성을 산정하여 교각 끝단에

적용한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4.3.4 조합탄성지진력

해설

교량이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으로 이상적인 대칭구조(교량의 질량중심과 강성

중심이 일치)라면 교축방향의 평가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교축방향으로만 응답이 발생하고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는 30%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한다.

1. 교축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 교축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교축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교축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교축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2. 교축직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 교축직각방향의 지진해석

으로부터 구한 교축직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교축방향

및 수직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교축직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3. 수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 수직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수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절댓값)에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수직방향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절댓값)의 30%를 합한 경우

못하게 되어 변위 측면에서 불안전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초 및 지반이

교량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에서 기초형식별로 제시된 등가강성을 산정하여 교각 끝단에

적용한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4.3.4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해설

교량이 교축방향(종방향) 및 교축직각방향(횡방향)으로 이상적인 대칭구조(교량의

질량중심과 강성 중심이 일치)라면 교축방향의 지진해석에서는 교축방향으로만 응답이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수직방향 지진해석으로부터

구한 탄성지진력을 고려한 조합탄

성지진력 산정방법 추가)

2. 지진력과 변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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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축직각방향의 평가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교축직각방향으로만 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적인 대칭구조가 아니라면 교축방향의 평가지진하중에 대해서 교축직각방향의

응답도 발생하게 되고, 교축직각방향의 평가지진하중에 대해서도 교축방향의 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해설식(4.3.9) 및 해설식(4.3.10)과 같이 30%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합탄성지진력을 사용한다.

COM1 FE
L COM   × FE

L L   × FE
L T 해설식(4.3.9a)

FE
T COM   × FE

T L   × FE
T T 해설식(4.3.9b)

COM2 FE
L COM   × FE

L L   × FE
L T 해설식(4.3.9c)

FE
T COM   × FE

TL   × FE
T T 해설식(4.3.9d)

 FEL COMB  max 〈 FE
L 
COM

  FEL COM〉 해설식(4.3.10a)

 FE
T 
COMB

 max 〈 FE
T 
COM

  FE
T 
COM〉 해설식(4.3.10b)

여기서, COM1 : 평가지진하중에 의한 탄성지진력의 크기를 교축방향은 1.0,

교축직각방향은 0.3으로 하여 하중조합한 경우

COM2 : 평가지진하중에 의한 탄성지진력의 크기를 교축방향은 0.3,

교축직각방향은 1.0으로 하여 하중조합한 경우

FE
L COMB : 교축방향의 조합탄성지진력

FE
L L : 교축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FE
T L : 교축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FE
T COMB : 교축직각방향의 조합탄성지진력

FE
L T : 교축직각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FE
T T : 교축직각방향 평가지진하중에 대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발생하고 교축직각방향의 지진해석에서는 교축직각방향으로만 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적인 대칭구조가 아니라면 교축방향의 지진해석에서 교축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의 응답이 발생하게 되고, 교축직각방향의 지진해석에서도 교축방향 및 수직방향의

응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교축방향, 교축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의 탄성지진력과 탄성변위는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해설식(4.3.9)와 같이

30%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를 산정한다.

교축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L COM   × FE

L L   ×〈FEL T  FEL V〉 해설식(4.3.9a)

교축직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T COM   × FE

T T   ×〈FET L  FET V〉 해설식(4.3.9b)

수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V COM   × FE

V V   ×〈FEV L  FEV T〉 해설식(4.3.9c)

여기서, FE
L COM : 교축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T COM : 교축직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V COM : 수직방향 조합탄성지진력 및 조합탄성변위

FE
L L : 교축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L T : 교축직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L V : 수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T L : 교축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T T : 교축직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T V : 수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V L : 교축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수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V T : 교축직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수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FE
V V : 수직방향 지진해석으로 구한 수직방향의 탄성지진력 및 탄성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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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는 지진 시 교각의 탄성지진력으로 받침상부의 변위(E )와 전단력(VE ),

모멘트(ME )를 통칭하며, 첨자 L과 T는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을, 위첨자는

응답방향을, 아래첨자는 평가지진하중의 방향을 의미한다.

FE 는 지진해석으로 구한 교량의 탄성지진력(교각 단부의 전단력 VE , 휨모멘트 ME )

및 탄성변위(받침상부 변위 E )를 말하며, 첨자 L, T 및 V는 교축방향, 교축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을, 위첨자는 응답방향을, 아래첨자는 평가지진하중의 재하방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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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우선적으로 교각의 성능곡선을 산정하여

지배적인 파괴모드를 결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산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때, 휨성능 곡선은

단면해석을 통해 구한 이상화된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을 경험식 등을 통해

변환하여 얻을 수 있으며, 전단성능 곡선은 도로교설계기준 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4.4.1> 일반적인 RC 교각의 파괴모드

2. 일반적인 RC 교각의 파괴모드는 <그림 4.4.1>과 같이 휨성능과

전단성능을 비교함으로써 3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4.4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

4.4.1 교각

4.4.1.1 교각의 파괴모드

1.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우선적으로 교각의 성능곡선을 산정하여

지배적인 파괴모드를 결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산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때, 휨성능 곡선은

단면해석을 통해 구한 이상화된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을 경험식 등을 통해

변환하여 얻을 수 있으며, 전단성능 곡선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4.4.1> 일반적인 RC 교각의 파괴모드

2. 일반적인 RC 교각의 파괴모드는 <그림 4.4.1>과 같이 휨성능과

전단성능을 비교함으로써 3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4.4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

4.4.1 교각

4.4.1.1 교각의 파괴모드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66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Type Ⅰ은 ‘휨파괴모드’로 교각의 전단성능이 상당히 커서 휨파괴에 이를

때까지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파괴모드를, Type Ⅱ는

‘휨-전단파괴모드’로 축방향철근이 항복한 이후 휨파괴에 이르기 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를, Type Ⅲ은 ‘전단파괴모드’로

축방향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를 말한다.

<그림 4.2.1>의 실선과 같이 교각의 이상화된 2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의 휨모멘트와 곡률을 이용하여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와

변위를 산정하고, 이를 하중-변위 관계곡선에 2선형으로 표현한 값이다.

가. 교각의 휨강도 산정

교각의 항복상태 및 극한상태에 대한 휨강도는 각각의 휨모멘트를

유효높이 He로 나누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Fy  


(4.4.1a)

Fu  


(4.4.1b)

여기서, Fy 및 Fu :　각각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kN)

 및  : 각각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모멘트(kN․m)

 : 교각의 유효높이(m)(<그림 4.4.2> 참조)

�캔틸레버 거동 시 : 받침장치의 거동형태에 따라 분류

- 상․하부 힌지 연결형 : 교각의 높이

- 상․하부 강결 연결형 : 상부구조의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

4.4.1.2 교각의 휨성능 곡선

Type Ⅰ은 ‘휨파괴모드’로 교각의 전단성능이 상당히 커서 휨파괴에 이를

때까지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파괴모드를, Type Ⅱ는

‘휨-전단파괴모드’로 축방향철근이 항복한 이후 휨파괴에 이르기 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를, Type Ⅲ은 ‘전단파괴모드’로

축방향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를 말한다.

<그림 4.2.1>의 실선과 같이 교각의 이상화된 2선형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의 휨모멘트와 곡률을 이용하여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와

변위를 산정하고, 이를 하중-변위 관계곡선에 2선형으로 표현한 값이다.

가. 교각의 휨강도 산정

교각의 항복상태 및 극한상태에 대한 휨강도는 각각의 휨모멘트를 유효높이

He로 나누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Fy  


(4.4.1a)

Fu  


(4.4.1b)

여기서, Fy 및 Fu :　각각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강도(kN)

 및  : 각각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휨모멘트(kN․m)

 : 교각의 유효높이(m)(<그림 4.4.2> 참조)

�캔틸레버 거동 시 : 받침장치의 거동형태에 따라 분류

- 상․하부 힌지 연결형 : 교각의 높이

- 상․하부 강결 연결형 : 상부구조의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

4.4.1.2 교각의 휨성능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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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멘(골조) 거동 시 : 받침장치의 설치 유무에 따라 분류

- 다주형(받침장치 설치) : 중립축에서 기둥 단부까지의 높이

- 상․하부 일체형(받침장치 미설치) :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산정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변위는 비선형해석 또는 단면해석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면해석으로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한 경우는 Priestley 등(1996)이 제안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산정은 교각의 거동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경우는 <그림 4.4.2(a)>와 같이

교각기둥 하부에 대해서만, 라멘(골조) 거동을 하는 경우는 <그림 4.4.2(b)>와

같이 교각기둥의 상․하부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1) 캔틸레버 거동시

 

 


(4.4.2a)

  

       

  (4.4.2b)

   (4.4.2c)

    ≥  (4.4.2d)

  (4.4.2e)

(2) 라멘(골조) 거동시

- 기둥 하부

 

 


(4.4.3a)

  


       
  (4.4.3b)

�라멘(골조) 거동 시 : 받침장치의 설치 유무에 따라 분류

- 다주형(받침장치 설치) : 중립축에서 기둥 단부까지의 높이

- 상․하부 일체형(받침장치 미설치) :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산정

교각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변위는 비선형해석 또는 단면해석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면해석으로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한 경우는 Priestley 등(1996)이 제안한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산정은 교각의 거동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거동을 하는 경우는 <그림 4.4.2(a)>와 같이

교각기둥 하부에 대해서만, 라멘(골조) 거동을 하는 경우는 <그림 4.4.2(b)>와

같이 교각기둥의 상․하부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1) 캔틸레버 거동시

 

 


(4.4.2a)

   

      

  (4.4.2b)

     (4.4.2c)

    ≥  (4.4.2d)

  (4.4.2e)

(2) 라멘(골조) 거동시

- 기둥 하부

 

 


(4.4.3a)

   


      
  (4.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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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c)

     ≥  (4.4.3d)

  (4.4.3e)

- 기둥 상부

 

 


(4.4.4a)

  


       
  (4.4.4b)

   (4.4.4c)

     ≥  (4.4.4d)

  (4.4.4e)

- 교각기둥의 전체변위

  (4.4.5a)

  (4.4.5b)

   (4.4.5a)

여기서, ,  및  : 각각 교각 단부의 항복, 소성 및 극한변위(m)

 및  : 각각 교각 단부에서의 항복 및 극한상태에서의 곡률(m )

 : 소성변위를 구하기 위한 소성회전각(rad)

 : 소성힌지영역의 등가소성힌지길이(m)

 및  : 축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와 직경(m)

아래첨자 1과 2는 <그림 4.2.2(b)>와 같이 라멘(골조) 거동 시 기둥 하부와

상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이다.

    (4.4.3c)

    ≥  (4.4.3d)

  (4.4.3e)

- 기둥 상부

 

 


(4.4.4a)

   


      
  (4.4.4b)

    (4.4.4c)

    ≥  (4.4.4d)

  (4.4.4e)

- 교각기둥의 전체변위

  (4.4.5a)

  (4.4.5b)

   (4.4.5a)

여기서, ,  및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의 항복, 소성 및

극한 시 변위(m)

 및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 단부에서의 항복 및 극한 시 곡률(m
 )

 : 교각의 소성변위를 구하기 위한 소성회전각(rad)

 : 소성힌지영역의 등가소성힌지길이(m)

 및  : 축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와 직경(m)

아래첨자 1과 2는 <그림 4.4.2(b)>와 같이 라멘(골조) 거동 시 기둥 하부와

상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이다.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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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θ

yΔ pΔ

uΔ

pf yf

uf

yΔ uΔ
Δ

pΔ

(a) 캔틸레버 거동

p1θ

yΔ pΔ

uΔ

y1Δ p1Δ

u1Δ

p2θ

y2Δp2Δ

u2Δ

p1f y1f

u1f

p2fy2f

u2f

u2u1u ΔΔΔ +=

y2y1y ΔΔΔ +=

p2p1p ΔΔΔ +=

(b) 라멘(골조) 거동

<그림 4.4.2> 교각의 변형 및 곡률 분포

pθ

yΔ pΔ

uΔ

pf yf

uf

yΔ uΔ
Δ

pΔ

(a) 캔틸레버 거동

p1θ

yΔ pΔ

uΔ

y1Δ p1Δ

u1Δ

p2θ

y2Δp2Δ

u2Δ

p1f y1f

u1f

p2fy2f

u2f

u2u1u ΔΔΔ +=

y2y1y ΔΔΔ +=

p2p1p ΔΔΔ +=

(b) 라멘(골조) 거동

<그림 4.4.2> 교각의 변형 및 곡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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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각의 휨성능 곡선을 산정하기 위한 항복 및 극한변위는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각의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면 단면 형상에 따라

거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원형 및 사각형 단면을 갖는 일반 교각과 단면의

길이가 높이에 비해 상당히 커 축방향철근이 단면길이 방향으로 표면에 2열 배치되는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항복 및 극한변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으나, Park과

Priestley 등이 제안한 방법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제안된

방법으로 항복변위를 결정하는 이유는 <해설그림 4.4.1(a)>와 같이 비선형이력 및

포락곡선에서는 항복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그림 4.4.1(b)>는 Park과

Priestley 등이 제안한 항복변위와 극한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극한변위는

콘크리트의 압축연단의 변형률에 대응하는 변위 또는 축방향철근(심부구속철근 포함)의

파단이나 좌굴이 발생하였을 때의 변위로, 항복변위는 비선형 포락곡선과 동일한 에너지

흡수량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1> 일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벽식 교각의 약축 방향으로 지진하중이 작용하면 동일 선상의 축방향철근이 같은

압축변형률이나 인장변형률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장철근이 모두 동시에 항복 및

파단되므로 비교적 뚜렷한 항복점과 극한점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어 별도의 제안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해설그림 4.4.2>는 단일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에 대하여,

<해설그림 4.4.3>은 겹침이음된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에 대하여 항복 및

극한변위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해설

교각의 휨성능 곡선을 산정하기 위한 항복 및 극한변위는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각의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면 단면 형상에 따라

거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원형 및 사각형 단면을 갖는 일반 교각과 단면의

길이가 높이에 비해 상당히 커 축방향철근이 단면길이 방향으로 표면에 2열 배치되는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항복 및 극한변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으나, Park과

Priestley 등이 제안한 방법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제안된

방법으로 항복변위를 결정하는 이유는 <해설그림 4.4.1(a)>와 같이 비선형이력 및

포락곡선에서는 항복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그림 4.4.1(b)>는 Park과

Priestley 등이 제안한 항복변위와 극한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극한변위는

콘크리트의 압축연단의 변형률에 대응하는 변위 또는 축방향철근(심부구속철근 포함)의

파단이나 좌굴이 발생하였을 때의 변위로, 항복변위는 비선형 포락곡선과 동일한 에너지

흡수량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1> 일반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벽식 교각의 약축 방향으로 지진하중이 작용하면 동일 선상의 축방향철근이 같은

압축변형률이나 인장변형률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장철근이 모두 동시에 항복 및

파단되므로 비교적 뚜렷한 항복점과 극한점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어 별도의 제안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해설그림 4.4.2>는 단일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에 대하여,

<해설그림 4.4.3>은 겹침이음된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에 대하여 항복 및

극한변위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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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의 전단성능 곡선은 도로교설계기준 에 일반 교각과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전단강도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일반 교각의

전단강도는 연성도 개념으로 제시된 전단강도식을 적용한다.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2> 단일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3> 축방향철근이 겹침이음된 벽식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4.4.1.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

일반 교각과 벽식 교각의 약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은 식(4.4.6)과

같이 교량내진설계기준 4.6.6(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벽식 교각의 강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은 식(4.4.11)과 같이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1.2에 제시된 전단강도 산정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2> 단일 축방향철근을 갖는 벽식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a) 하중-변위 곡선 (b)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해설그림 4.4.3> 축방향철근이 겹침이음된 벽식 교각의 항복 및 극한변위 결정방법

4.4.1.3 교각의 전단성능 곡선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

계법)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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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교각

일반 RC교각의 전단강도는 식(4.4.6)과 같이 콘크리트와 전단철근, 축하중

작용에 의한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Vn VcVsVp (4.4.6)

여기서, Vc :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kN)

Vs :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kN)

Vp : 축하중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kN)

(1)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Vc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 증가에 따른 전단강도의 저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Vc (4.4.7)

       ≤  (4.4.8)

여기서,  : 부재의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계수

(식(4.4.8) 및 <그림 4.4.3> 참조)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교각의 유효단면적으로 전체단면적(g)의 80%(m)

<그림 4.4.3>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 전단강도 감소계수 

가. 일반 교각 및 벽식 교각의 약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

Vn VcVsVp (4.4.6)

여기서, Vc :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kN)

Vs :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kN)

Vp : 축방향력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kN)

(1)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Vc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 증가에 따른 전단강도의 저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Vc (4.4.7)

       ≤  (4.4.8)

여기서,  : 부재의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감소계수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교각의 유효단면적으로 전체단면적(g)의 80%에 해당하는 단면적(m
)

<그림 4.4.3>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콘크리트 전단강도 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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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Vs

Vs 


⋅

 ′
(원형 단면) (4.4.9a)

Vs 

 ′ (직사각형 단면) (4.4.9b)

Vs 

   (보강띠철근이 배근된 원형 단면) (4.4.9c)

여기서,  : 나선철근 또는 원형 후프띠철근의 단면적(mm)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 있는 횡방향철근의 단면적(mm)

 : 원형단면에 배근된 보강띠철근의 단면적(mm)

 : 횡방향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 : 횡방향철근으로 구속된 심부콘크리트의 크기로 원형단면 및

사각형단면에서 횡방향철근 중심 사이의 거리(mm)

 : 원형단면에 배근되는 보강띠철근에서 갈고리부분과 연장길이를

제외한 길이(mm)

 :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의 수직간격(mm)

(3) 축하중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 Vp

Vp  

 
(4.4.10)

여기서,  : 고정하중에 의해 교각 상부에 작용(최소)하는 축하중(kN)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의 최대 두께(mm)

 : 기둥형상비의 기준이 되는 기둥길이

(캔틸레버 거동 방향 : 기둥하부에서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위치까지의 길이, 라멘(골조) 거동 방향 : 기둥 순높이의 1/2)

(2)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Vs

Vs 


⋅

 ′
(원형 단면) (4.4.9a)

Vs 

 ′ (직사각형 단면) (4.4.9b)

Vs 

   (보강띠철근이 배근된 원형 단면) (4.4.9c)

여기서,  : 나선철근 또는 원형 후프띠철근의 단면적(mm)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 있는 횡방향철근의 단면적(mm)

 : 원형단면에 배근된 보강띠철근의 단면적(mm)

 : 횡방향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 :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된 심부콘크리트의 크기로 횡방향철근

중심간 거리(mm)

 : 원형단면에 배근되는 보강띠철근에서 갈고리부분과 연장길이를

제외한 길이(mm)

 :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mm)

(3) 축방향력 작용에 의한 전단강도 Vp

Vp  

 
(4.4.10)

여기서,  : 계수하중에 의해 교각 상부에 작용하는 축방향력(kN)

 : 전단력 작용방향으로의 최대 두께(mm)

 : 기둥형상비의 기준이 되는 기둥길이

(캔틸레버 거동 방향 : 기둥하부에서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위치까지의 길이, 라멘(골조) 거동 방향 : 기둥 순높이의 1/2)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74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나. 벽식 교각

벽식 교각의 전단강도는 식(4.4.11) 중 작은 값으로 한다.

Vn   (4.4.11a)

Vn  (4.4.11b)

여기서,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 전단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폭(mm)

 : 유효깊이로 압축연단에서 인장철근의 중심까지 거리(mm)

 : 횡방향철근의 철근비(횡구속철근비)

 : 횡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

해설

도로교설계기준 에서는 전단강도 산정식을 일반 교각(원형 및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과 벽식 교각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벽식 교각과 사각형 단면을 갖는

일반교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요령에서는 <표

4.2.1>에 제시된 종횡비를 이용하여 원형 단면을 갖는 교각과 종횡비가 4.0 미만인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에 대해서는 일반 교각의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하고, 종횡비가 4.0

이상인 사각형 단면을 갖는 교각에 대해서는 벽식 교각의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벽식 교각의 강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

- 전단보강철근이 없는 경우

Vn   
     ≥     (4.4.11a)

- 전단보강철근이 있는 경우

Vn

 
cot cot  tan 

  (4.4.11b)

여기서, ,  : 각각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저항계수(    )

    

 : 교각의 축방향철근 중 인장철근의 비(       )

 : 교각의 축방향철근 중 인장철근량(mm)

 ,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및 인장강도(MPa)

,  : 전단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폭 및 유효깊이(mm)

     (MPa)

 : 교각에 작용하는 축방향력( 또는 )(kN)

 : 횡방향철근의 항복강도(MPa)

,  : 횡방향철근 및 콘크리트의 단면적(mm)

 : 횡방향철근 수직간격(mm)

해설

교량내진설계기준 4.6.3.1 (3)에서는 벽식 교각의 강축방향에 대하여는 4.6.4의 벽체로

설계하고, 벽식 교각의 약충방향에 대하여는 일반 기둥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교각과 벽식 교각의 약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은 연성도

설계에서 제시하는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하였으며, 벽식 교각의 강축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곡선은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1.2에서 제시하는 전단강도

산정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벽식 교각은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4.6.8.1에

따라 두께에 대한 길이의 비(종횡비)가 4이상인 벽체를 갖는 교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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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의 내진성능은 지배적인 파괴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공급역량(<그림

4.4.4>)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때, ‘휨파괴모드’ 및

‘휨-전단파괴모드’는 변위연성도로 평가하며, ‘전단파괴모드’는 단면강도, 즉

전단강도로 평가한다.

<그림 4.4.4> 교각의 파괴모드에 따른 공급역량 결정

가. 교각의 공급역량

(1) 휨파괴모드 (Type Ⅰ)

교각의 휨파괴에 이를 때까지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휨성능 곡선의 극한상태에 해당하는 값이며,

교각의 공급역량 FP C는 식(4.4.13)과 같이 공급변위연성도 로 산정한다.

이때, 교각의 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라 <표 4.2.1>에 제시된

최대변위연성도 max를 초과할 수 없다.

4.4.1.4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교각의 내진성능은 지배적인 파괴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공급역량(<그림

4.4.4>)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때, ‘휨파괴모드’ 및

‘휨-전단파괴모드’는 변위연성도로 평가하며, ‘전단파괴모드’는 단면강도, 즉

전단강도로 평가한다.

<그림 4.4.4> 교각의 파괴모드에 따른 공급역량 결정

가. 교각의 공급역량

(1) 휨파괴모드 (Type Ⅰ)

교각의 휨파괴에 이를 때까지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휨성능 곡선의 극한상태에 해당하는 값이며,

교각의 공급역량 FPC는 식(4.4.13)과 같이 공급변위연성도 로 산정한다.

이때, 교각의 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라 <표 4.2.1>에 제시된

최대변위연성도 max를 초과할 수 없다.

4.4.1.4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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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Fu  Vn (4.4.12a)

   (4.4.12b)

FPC  
 


(4.4.13)

(2) 휨-전단파괴모드 (Type Ⅱ)

교각의 축방향철근이 항복한 이후 휨파괴에 이르기 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항복점와 극한점

사이에서 휨성능 곡선과 전단성능 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값이며, 교각의

공급역량 FP C는 식(4.4.15)와 같이 공급변위연성도 

로 산정한다. 이때,

교각의 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라 <표 4.2.1>에 제시된

최대변위연성도 max를 초과할 수 없다.

Fy ≤ Fn  Fu and Fn  Vn (4.4.14a)

 ≤    (4.4.14b)

FPC  
 


(4.4.15)

(3) 전단파괴모드 (Type Ⅲ)

교각의 축방향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항복점 이전의 탄성영역에서 휨성능 곡선과

전단성능 곡선이 만나는 교점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때의 단면강도를 교각의

공급역량 FP C로 한다.

FPC  Fn  Vn  Fy (4.4.16a)

  (4.4.16b)

Fn  Fu  Vn (4.4.12a)

   (4.4.12b)

FPC  
 


(4.4.13)

(2) 휨-전단파괴모드 (Type Ⅱ)

교각의 축방향철근이 항복한 이후 휨파괴에 이르기 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항복점와 극한점

사이에서 휨성능 곡선과 전단성능 곡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값이며, 교각의

공급역량 FPC는 식(4.4.15)와 같이 공급변위연성도 

로 산정한다. 이때,

교각의 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상세에 따라 <표 4.2.1>에 제시된

최대변위연성도 max를 초과할 수 없다.

Fy ≤ Fn  Fu and Fn  Vn (4.4.14a)

 ≤    (4.4.14b)

FPC  
 


(4.4.15)

(3) 전단파괴모드 (Type Ⅲ)

교각의 축방향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파괴모드로,

단면강도 Fn과 공급변위 는 항복점 이전의 탄성영역에서 휨성능 곡선과

전단성능 곡선이 만나는 교점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때의 단면강도를 교각의

공급역량 FPC로 한다.

FP C  Fn  Vn  Fy (4.4.16a)

  (4.4.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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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각의 소요역량

(1) 휨파괴 및 휨-전단파괴모드 (Type Ⅰ & Ⅱ)

교각의 소요역량은 소요변위연성도 로 하며, 는 교각의 단면강도비

Rs와 통제주기 Ts에 따른 변위연성도-단면강도비 상관계수 DR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4.5> 참조)

-  ≥ ME COMBpd 인 경우 (탄성거동)

Rs   (4.4.17a)

-   ME COMBpd 인 경우

Rs 

ME COMBpd (4.4.17b)

- T≥ Ts 인 경우

   (4.4.18a)

- T  Ts 인 경우

    Rs
 T
Ts

 Rs


(4.4.18b)

FPD  
 ⋅Rs (4.4.19)

여기서, ME COMB pd : 조합탄성지진력에 P-Δ효과를 고려한 휨모멘트

- ME COMB pd  ME COMB  ⋅ E COMB (kN․m)

 : 축하중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휨모멘트(kN․m)

Ts :　통제주기로 탄성지진응답계수가 2.5A와 같아지는 주기(sec)

(지반조건 Ⅰ, Ⅱ, Ⅲ 및 Ⅳ에 따라

통제주기 Ts를 0.33초, 0.44초, 0.61초 및 0.94초 적용)

나. 교각의 소요역량

(1) 휨파괴 및 휨-전단파괴모드 (Type Ⅰ & Ⅱ)

교각의 소요역량은 소요변위연성도 로 하며, 는 교각의 단면강도비

Rs와 상한통제주기 에 따른 변위연성도-단면강도비 상관계수 DR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4.5> 참조)

-  ≥ ME COMBpd 인 경우 (탄성거동)

Rs   (4.4.17a)

-   ME COMBpd 인 경우

Rs 

ME COMBpd (4.4.17b)

-  ≥  인 경우

   (4.4.18a)

-    인 경우

    Rs
 


 Rs


(4.4.18b)

FPD  
 ⋅Rs (4.4.19)

여기서, ME COMB pd : 교각 단부의조합탄성휨모멘트에 P-Δ효과를고려한 휨모멘트

- ME COMB pd  ME COMB  ⋅ E COMB (kN․m)

 : 축방향력을 고려한 교각의 항복 시 휨모멘트(kN․m)

 : 상한통제주기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최대주기(sec)

[수정]

1.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2.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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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파괴모드 (Type Ⅲ)

교각의 소요역량 FP D는 조합탄성전단력으로 한다.

FPD  VE COMB (4.4.20)

Transition to 
Equal Energy 
Principle

Equal
Displacement
Principle

T0 TS 1.25TS Period(sec)

S
p

ec
tr

al
A

cc
el

er
a

ti
on

(g
)

<그림 4.4.5> 변위연성도와 단면강도비의 상관관계

다.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교각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교각이 지니고

있는 공급역량과 지진 시 교각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FPD
L

FPC
L

≥  and FP D
T

FP C
T

≥  만 족 (4.4.21a)


FP D
L

FP C
L

  or 
FPD
T

FPC
T

  불만족 (4.4.21b)

여기서, 윗첨자 L 및 T : 각각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 의미

해설

가. (1) 교각의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 4.2.1>에 따라 최대변위

(2) 전단파괴모드 (Type Ⅲ)

교각의 소요역량 FPD는 조합탄성전단력으로 한다.

FPD  VE COMB (4.4.20)

Transition to 
Equal Energy 
Principle

Equal
Displacement
Principle

T0 TS 1.25TS Period(sec)

S
p

ec
tr

al
A

cc
el

er
a

ti
on

(g
)

<그림 4.4.5> 변위연성도와 단면강도비의 상관관계

다.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교각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교각이 지니고

있는 공급역량과 지진 시 교각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FP D
L

FPC
L

≥  and FPD
T

FPC
T

≥  만 족 (4.4.21a)


FPD
L

FPC
L

  or 
FP D
T

FP C
T

  불만족 (4.4.21b)

여기서, 윗첨자 L 및 T : 각각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 의미

해설

가. (1) 교각의 축방향철근에 겹침이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 4.2.1>에 따라 최대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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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도 max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변위연성도 , 공급변위 ,

단면강도 Fn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max  해설식(4.4.1a)

   ×  해설식(4.4.1b)

Fn  Fy 




  

Fu  Fy 


    해설식(4.4.1c)

가. (2) 교각이 ‘휨-전단파괴모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단성능 곡선의 감소구간(  ∼

)과 휨성능 곡선이 교차(전단성능 곡선 중    및   인 구간에서 교차할

확률은 매우 낮음)하여야 한다. 전단성능 곡선이 감소구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림

4.4.3>과 같이 공급변위연성도가 2.0을 초과하여야 한다. 실제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가

2.0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축방향철근이 단일철근에 철근비가 2.0%에 근접한 경우와

교각의 높이가 낮거나 라멘(골조) 거동을 하여 기둥의 유효높이가 작아지는 경우로

국한된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파괴모드가 ‘휨-전단파괴모드’로 결정될 경우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급역량 산정 시 휨성능 곡선과 전단성능

곡선의 교점의 산정방법은 평가요령․예제집 의 2.4.3절에 수록하였다.

나. (1) 교각의 단면강도비 Rs는 조합탄성휨모멘트(P-Δ 효과 포함) ME COMB pd를

항복휨모멘트 로 나눈 값으로 도로교설계기준 - 부록에 제시된 식(Ⅰ.1)의 소요

응답수정계수 Rreq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설계기준에서는 Rreq ≤ 인 경우

탄성영역상에서 거동하여 휨강도는 안전하므로 전단강도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요령에서도  ≥ ME COMB pd인 경우는 Rs ≤ 이 되어 휨성능과 전단성능을 모두

만족(휨파괴 및 휨-전단파괴모드 : 항복휨강도 < 전단강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Rs ≤ 인 경우는 휨모멘트를 이용하여 교각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휨에 지배되는

교각을 경우에 따라 평가지표를 상이(휨모멘트와 변위연성도)하게 적용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2가지 평가지표에 대해 모두 평가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MCEER(2006)1)의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 ME COMB pd인 경우는 Rs  로 하고,   ME COMB pd인 경우와 동일한

평가지표인 소요변위연성도 d를 사용하여 실무자의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단성능은 변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중 개념을 유지하였다.

연성도 max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변위연성도 , 공급변위 ,

단면강도 Fn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max  해설식(4.4.1a)

   ×  해설식(4.4.1b)

Fn  Fy 




  

Fu  Fy 


    해설식(4.4.1c)

가. (2) 교각이 ‘휨-전단파괴모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단성능 곡선의 감소구간(  ∼

)과 휨성능 곡선이 교차(전단성능 곡선 중    및   인 구간에서 교차할

확률은 매우 낮음)하여야 한다. 전단성능 곡선이 감소구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림

4.4.3>과 같이 공급변위연성도가 2.0을 초과하여야 한다. 실제 교각의 공급변위연성도가

2.0을 초과할 수 있는 조건은 축방향철근이 단일철근에 철근비가 2.0%에 근접한 경우와

교각의 높이가 낮거나 라멘(골조) 거동을 하여 기둥의 유효높이가 작아지는 경우로

국한된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파괴모드가 ‘휨-전단파괴모드’로 결정될 경우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 (1) 교각의 단면강도비 Rs는 P-Δ 효과를 고려한 조합탄성휨모멘트 ME COMB  pd를

항복휨모멘트 로 나눈 값으로 교량내진설계기준 4.6.6.2절에 제시된 식(4.6-9)의

소요 응답수정계수 Rreq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설계기준에서는 Rreq ≤ 인 경우

탄성영역상에서 거동하여 휨강도는 안전하므로 전단강도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요령에서도  ≥ ME COMB pd인 경우는 Rs ≤ 이 되어 휨성능과 전단성능을 모두

만족(휨파괴 및 휨-전단파괴모드 : 항복휨강도 > 전단강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Rs ≤ 인 경우는 MCEER(2006)1)의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여

 ≥ ME COMB pd인 경우는 Rs  로 하고,   ME COMB pd인 경우와 동일한

평가지표인 소요변위연성도 d를 사용하여 실무자의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단성능은 변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중 개념을 유지하였다.

[삭제] 평가요령 예제집 관련

내용 삭제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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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받침은 받침본체 및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2. 교량받침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1. 받침본체의 공급역량은 지진방향에 따라 저항하는 교량받침의 개수와 받침

1기당 횡방향 저항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받침본체의 소요역량 산정 시 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에

의해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이는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교각의 단면강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3. 받침본체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참고문헌

Ian G. Buckle, Ian Friedland, John Mander, Geoffrey Martin, Richard Nutt and Maurice

Power (2006) "Seismic Retrofitting Manual for Highway Structures: PART Ⅰ -

BRIDGES", Earthquake Engineering to Extreme Events(MCEER), MCEER-06-SP10,

pp147-178.

4.4.2 교량받침

4.4.2.1 받침본체

1. 교량받침은 받침본체 및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2. 교량받침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1. 받침본체의 공급역량은 지진방향에 따라 저항하는 교량받침의 개수와 받침

1기당 횡방향 저항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받침본체의 소요역량 산정 시 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은 교각에

의해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이는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초과강도를 고려한 교각의 단면강도(최대

소성힌지력)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3. 받침본체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참고문헌

Ian G. Buckle, Ian Friedland, John Mander, Geoffrey Martin, Richard Nutt and Maurice

Power (2006) "Seismic Retrofitting Manual for Highway Structures: PART Ⅰ -

BRIDGES", Earthquake Engineering to Extreme Events(MCEER), MCEER-06-SP10,

pp147-178.

4.4.2 교량받침

4.4.2.1 받침본체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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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

1. 받침본체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은 실험 또는 국부파괴를 고려할 수 있는 수치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도면 등에 횡방향 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장조사를 통하여 받침부의 상태,

손상유무, 기능발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적정하게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가지진하중에 대하여 받침본체의 공급역량(횡방향으로 저항하는 받침의 총 저항용량)

FB C는 해설식(4.4.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B C  × 해설식(4.4.2)

여기서,  : 받침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

 : 평가지진하중의 방향에 따라 저항하는 받침개수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구분을 위해 윗첨자 L 및 T를 적용

2. 받침본체의 소요역량(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 FB D는 4.3.4절의

조합탄성지진력(상부 전단력)과 4.4.1.4절의 교각 단면강도를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한다.

FB D  minFn  VE COMB TOP 해설식(4.4.3)

여기서, Fn : 교각의 단면강도(kN) (<그림 4.4.4> 참조)

VE COMB TOP : 지진 시 교각상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해설식(4.3.10) 참조)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구분을 위해 윗첨자 L 및 T를 적용

3.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해설식(4.4.4)와

같이 평가한다.


FB D
L

FB C
L

≥  and 
FB D
T

FB C
T

≥  만 족 해설식(4.4.4a)


FB D
L

FB C
L

  or 
FB D
T

FB C
T

  불만족 해설식(4.4.4b)

해설

1. 받침본체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은 실험 또는 국부파괴를 고려할 수 있는 수치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도면 등에 횡방향 용량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장조사를 통하여 받침부의 상태,

손상유무, 기능발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적정하게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가지진하중에 대하여 받침본체의 공급역량(횡방향으로 저항하는 받침의 총 저항용량)

FB C는 해설식(4.4.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B C   × 해설식(4.4.2)

여기서,  : 받침 1개의 횡방향 저항용량

 : 평가지진하중의 방향에 따라 저항하는 받침개수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구분을 위해 윗첨자 L 및 T를 적용

2. 받침본체의 소요역량(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 FB D는 4.3.4절의

조합탄성지진력(상부 전단력)과 초과강도를 고려한 교각의 단면강도(최대 소성힌지력)를

비교하여 작은 값으로 한다.

FB D  minFn VE COMB TOP  해설식(4.4.3)

여기서, Fn : 교각의 단면강도(kN) (<그림 4.4.4> 참조)

VE COMB TOP : 지진 시 교각상부의 조합탄성전단력(kN) (해설식(4.3.10) 참조)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구분을 위해 윗첨자 L 및 T를 적용

3.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해설식(4.4.4)와

같이 평가한다.


FB D
L

FB C
L

≥  and 
FB D
T

FB C
T

≥  만 족 해설식(4.4.4a)


FB D
L

FB C
L

  or 
FB D
T

FB C
T

  불만족 해설식(4.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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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역량은 앵커부의 전단강도로 한다.

2. 소요역량은 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에 의하여 앵커볼트에

발생하는 전단력으로 한다.

3. 내진성능평가는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4.4.2.2 앵커부

해설

1. 콘크리트구조기준 에서는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 시 인장, 전단 및 인장과 전단의

조합에 의해 전달되는 각각의 구조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받침의 경우는 대체로 높이가 낮아 평가지진하중에

의해 앵커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전단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앵커부는

전단파괴에 의해 지배되며 인장파괴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앵커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단력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앵커부의 전단강도는 앵커의 강재강도 뿐만 아니라 앵커의 묻힘콘크리트 부분과 연관된

강도(파괴모드)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전단에 의한 앵커의

파괴모드에는 <해설그림 4.4.4>와 같이 강재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파괴가 있다.

앵커부의 전단강도는 실험 또는 실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앵커부는 편심을

받지 않고, 보조철근이 없거나 D13 미만의 가장자리 보강근이 배치된 균열 콘크리트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정과 다르거나 앵커부에 부식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단면결손 또는 강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콘크리트구조기준 이나 ACI 318-11 에 따라 안전측으로 앵커부 전단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급역량은 앵커부의 전단강도로 한다.

2. 소요역량은 받침본체에 작용하는 평가지진하중에 의하여 앵커볼트에

발생하는 전단력으로 한다.

3. 내진성능평가는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4.4.2.2 앵커부

해설

1. 콘크리트구조기준 에서는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 시 인장, 전단 및 인장과 전단의

조합에 의해 전달되는 각각의 구조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받침의 경우는 대체로 높이가 낮아 평가지진하중에

의해 앵커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전단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앵커부는

전단파괴에 의해 지배되며 인장파괴는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앵커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단력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앵커부의 전단강도는 앵커의 강재강도 뿐만 아니라 앵커의 묻힘콘크리트 부분과 연관된

강도(파괴모드)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전단에 의한 앵커의

파괴모드에는 <해설그림 4.4.4>와 같이 강재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파괴가 있다.

앵커부의 전단강도는 실험 또는 실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앵커부는 편심을

받지 않고, 보조철근이 없거나 D13 미만의 가장자리 보강근이 배치된 균열 콘크리트에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가정과 다르거나 앵커부에 부식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단면결손 또는 강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콘크리트구조기준 이나 ACI 318-11 에 따라 안전측으로 앵커부 전단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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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파괴

<해설그림 4.4.4> 전단에 의한 앵커의 파괴모드

가. 강재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 Vsa

ⅰ) 선설치 헤드스터드

Vsa     해설식(4.4.5a)

ⅱ) 선설치 헤드볼트와 갈고리볼트, 슬리브가 전단파괴면까지 연장되지 않은

후설치 앵커

Vsa      해설식(4.4.5b)

여기서,  :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그룹에서 앵커의 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유효단면적(mm)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MPa). 단,  ≤ min    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나. 콘크리트 파괴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V cbg

Vcbg 


 Vb 해설식(4.4.6)

- 제한을 받지 않고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해설식(4.4.7)

-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따른 전단강도 수정계수 

ⅰ)  ≥ 인 경우

   해설식(4.4.8a)

ⅱ)   인 경우

   


해설식(4.4.8b)

강재파괴 프라이아웃 콘크리트파괴

<해설그림 4.4.4> 전단에 의한 앵커의 파괴모드

가. 강재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 Vsa

ⅰ) 선설치 헤드스터드

Vsa     해설식(4.4.5a)

ⅱ) 선설치 헤드볼트와 갈고리볼트, 슬리브가 전단파괴면까지 연장되지 않은

후설치 앵커

Vsa     해설식(4.4.5b)

여기서,  :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그룹에서 앵커의 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유효단면적(mm)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인장강도(MPa). 단,  ≤ min    MPa 

 : 앵커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나. 콘크리트 파괴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Vcbg

Vcbg 


 Vb 해설식(4.4.6)

- 제한을 받지 않고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해설식(4.4.7)

-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따른 전단강도 수정계수 

ⅰ)  ≥ 인 경우

   해설식(4.4.8a)

ⅱ)    인 경우

  


해설식(4.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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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V b

ⅰ) 일반적인 앵커의 경우

Vb  
 



  
 해설식(4.4.9a)

ⅱ) 10mm이상 그리고 앵커직경의 1/2에 해당하는 최소 두께를 갖는 강재 부속물에

연속 용접된 선설치 헤드스터드, 헤드볼트 또는 갈고리볼트

Vb  
 



  
 해설식(4.4.9b)

여기서,

 : 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의 투영면적(mm)(<해설그림 4.4.5> 참조)

 : 전단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를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단,  ≤ (<해설그림 4.4.6> 참조). 은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전단강도 수정계수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전단력 방향으로 콘크리트 단부까지 거리(mm).

단, 세 개 이상의 가장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앵커에 대해서는 전단력에

대한 콘크리트 파괴강도 산정에 사용되는 을 적용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   및 앵커 그룹에서 앵커 최대 간격의 1/3 중 큰 값

이하로 함( 평가요령․예제집 의 3.2.2절 참조)

 : 앵커 중심으로부터 과 직각방향에 있는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mm)

V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 전단력에 대해 앵커의 지압 저항 길이(mm). ( ≤  )

-    : 묻힌 단면의 전체길이에 걸쳐 일정한 강성을 갖는 앵커

(헤드스터드 및 전체 묻힘깊이에 걸쳐 단일 관을 가지는 후설치앵커)

-     : 간격슬리브가 확장슬리브와 분리된 비틀림제어 확장앵커

 : 앵커 외경(mm)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 균열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Vb

ⅰ) 일반적인 앵커

Vb  
 



  
 해설식(4.4.9a)

ⅱ) 10㎜이상 그리고 앵커직경 1/2에 해당하는 최소 두께를 갖는 강재 부속물에

연속 용접된 선설치 헤드스터드, 헤드볼트 또는 갈고리볼트

Vb  
 



  
 해설식(4.4.9b)

여기서,

 : 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의 투영면적(㎟)(<해설그림 4.4.5> 참조)

 : 전단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모서리의 영향, 간격 및 부재 두께를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단,  ≤ (<해설그림 4.4.6> 참조). 은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 수.

 : 전단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전단강도 수정계수

 : 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전단력 방향으로 콘크리트 단부까지 거리(㎜).

단, 세 개 이상의 가장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앵커에 대해서는 전단력에

대한 콘크리트 파괴강도 산정에 사용되는 을 적용 가능한 모든 방향에

대하여  ,  및 앵커 그룹에서 앵커 최대 간격의 1/3 중 큰 값

이하로 함

 : 앵커 중심으로부터 과 직각방향에 있는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

Vb : 균열 콘크리트에서 전단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 전단력에 대해 앵커의 지압 저항 길이(㎜). ( ≤  )

-    : 묻힌 단면의 전체길이에 걸쳐 일정한 강성을 갖는 앵커

(헤드스터드 및 전체 묻힘깊이에 걸쳐 단일 관을 가지는 후설치앵커)

-     : 간격슬리브가 확장슬리브와 분리된 비틀림제어 확장앵커

 : 앵커 외경(㎜)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수정] 자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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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단면도

<해설그림 4.4.5> 투영면적  산정

<해설그림 4.4.6> 특정한 앵커배치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산정

콘크리트

가장자리

(a) 평면도 (b) 단면도

<해설그림 4.4.5> 투영면적  산정

<해설그림 4.4.6> 특정한 앵커배치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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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Vcpg

V cpg  Ncbg 해설식(4.4.10)

- 프라이아웃강도 계수 

ⅰ) 앵커의 유효묻힘깊이   mm인 경우

   해설식(4.4.11a)

ⅱ) 앵커의 유효묻힘깊이  ≥ mm인 경우

   해설식(4.4.11b)

- 인장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Ncbg

Ncbg 


Nb 해설식(4.4.12)

- 제한을 받지 않고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해설식(4.4.13)

-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따른 인장강도 수정계수 

ⅰ) min ≥  인 경우

   해설식(4.4.14a)

ⅱ) min  인 경우

     

min
해설식(4.4.14b)

- 균열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b

ⅰ) 일반적인 선설치 앵커의 경우

Nb   
 해설식(4.4.15a)

ⅱ) 일반적인 후설치 앵커의 경우

Nb   
 해설식(4.4.15b)

다.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V cpg

Vcpg  Ncbg 해설식(4.4.10)

- 프라이아웃강도 계수 

ⅰ) 앵커의 유효묻힘깊이   mm인 경우

   해설식(4.4.11a)

ⅱ) 앵커의 유효묻힘깊이  ≥ mm인 경우

   해설식(4.4.11b)

- 인장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Ncbg

Ncbg 


 Nb 해설식(4.4.12)

- 제한을 받지 않고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해설식(4.4.13)

-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따른 인장강도 수정계수 

ⅰ) min ≥ 인 경우

   해설식(4.4.14a)

ⅱ) min  인 경우

    

min
해설식(4.4.14b)

- 균열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 Nb

ⅰ) 일반적인 선설치 앵커의 경우

Nb   
 해설식(4.4.15a)

ⅱ) 일반적인 후설치 앵커의 경우

Nb   
 해설식(4.4.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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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80mm≤≤635mm인 선설치 헤드스터드와 헤드볼트의 경우

Nb   
 해설식(4.4.15c)

여기서,

Ncbg : 인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 앵커의 유효묻힘깊이(mm). 단, 앵커가 네 개 이상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보다 짧은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전단력에 대한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산정에 사용되는 값을 max 와 앵커 그룹의 경우 최대 앵커 간격의

1/3 중 큰 값 이하로 함 ( 평가요령․예제집 의 3.2.2절 참조)

：연단거리 또는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해설그림 4.4.7> 참조)

：인장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연단거리, 간격 및 부재 두께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단,   ≤  (<해설그림 4.4.8> 참조). 은 인장에 저항하는 앵커 수

 :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인장강도 수정계수

max：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대 연단거리(mm)

min：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소 연단거리(mm)

Nb：균열 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해설그림 4.4.7> 투영면적  산정

ⅲ) 280mm≤≤635mm인 선설치 헤드스터드와 헤드볼트의 경우

Nb   
 해설식(4.4.15c)

여기서,

Ncbg : 인장을 받는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N)

 : 앵커의 유효묻힘깊이(mm). 단, 앵커가 네 개 이상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보다 짧은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전단력에 대한 콘크리트 프라이아웃강도

산정에 사용되는 값을 max 와 앵커 그룹의 경우 최대 앵커 간격의

1/3 중 큰 값 이하로 함 ( 평가요령․예제집 의 3.2.2절 참조)

：연단거리 또는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해설그림 4.4.7> 참조)

：인장에 저항하는 특정한 앵커 배치(연단거리, 간격 및 부재 두께 고려)를

갖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mm)

단,   ≤  (<해설그림 4.4.8> 참조). 은 인장에 저항하는 앵커 수

 : 인장에 저항하는 단일 앵커 또는 앵커 그룹의 가장자리(연단거리) 효과에

대한 인장강도 수정계수

max：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대 연단거리(mm)

min：앵커 샤프트 중심부터 콘크리트 단부까지 최소 연단거리(mm)

Nb：균열 콘크리트에서 인장을 받는 단일 앵커의 기본 콘크리트 파괴강도(N)

<해설그림 4.4.7> 투영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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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4.8> 특정한 앵커배치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산정

라. 앵커부 공급역량

앵커부의 공급역량 FA C은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의 전단강도를 말하며, 앵커의

전단강도는 강재강도, 콘크리트 파괴강도 및 프라이아웃강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단,

콘크리트 파괴강도와 프라이아웃강도 산정 시 전단에 저항하는 받침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FA C  min  V sa Vcbg Vcpg  해설식(4.4.16)

여기서,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은 윗첨자 L 및 T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만약, 콘크리트 파괴강도가 부족한 경우에 앵커철근이 콘크리트 파괴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콘크리트구조기준 의 ‘정착과 이음’편에 따라 적절히 정착되어 있으면, 전단과

인장에 대한 콘크리트 파괴강도 Vcbg와 Ncbg를 대신하여 앵커철근의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앵커철근의 강도는 평가를 위한 것으로 강도감소계수는   을 적용한다.

인장에 대해 유효한 앵커철근은 <해설그림 4.4.9>와 같이 앵커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된

스터럽, 띠철근, 헤어핀 등으로 앵커축으로부터 0.5 이내에 배치된 철근만 해당되며,

지름이 16mm 이하인 철근만을 말한다.

전단에 대해 유효한 앵커철근은 <해설그림 4.4.10>과 같이 가장자리 철근을 감싸고

콘크리트 파괴선을 지나 정착된 스터럽, 띠철근, 헤어핀 등으로 앵커중심에서 0.5과

0.3 중 작은값 이내에 배치되어 콘크리트 파괴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하고 있는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만을 말한다.

인장 및 전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그림 4.4.8> 특정한 앵커배치에 따른 콘크리트 파괴면 투영면적  산정

라. 앵커부 공급역량

앵커부의 공급역량 FA C은 전단에 저항하는 앵커의 전단강도를 말하며, 앵커의

전단강도는 강재강도, 콘크리트 파괴강도 및 프라이아웃강도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단,

콘크리트 파괴강도와 프라이아웃강도 산정 시 전단에 저항하는 받침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FA C  min  Vsa V cbg Vcpg  해설식(4.4.16)

여기서,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은 윗첨자 L 및 T를 적용하여 구분한다.

만약, 콘크리트 파괴강도가 부족한 경우에 앵커철근이 콘크리트 파괴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콘크리트구조기준 의 ‘정착과 이음’편에 따라 적절히 정착되어 있으면, 전단과

인장에 대한 콘크리트 파괴강도 V cbg와 Ncbg를 대신하여 앵커철근의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앵커철근의 강도는 평가를 위한 것으로 강도감소계수는   을 적용한다.

인장에 대해 유효한 앵커철근은 <해설그림 4.4.9>와 같이 앵커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된

스터럽, 띠철근, 헤어핀 등으로 앵커축으로부터 0.5 이내에 배치된 철근만 해당되며,

지름이 16mm 이하인 철근만을 말한다.

전단에 대해 유효한 앵커철근은 <해설그림 4.4.10>과 같이 가장자리 철근을 감싸고

콘크리트 파괴선을 지나 정착된 스터럽, 띠철근, 헤어핀 등으로 앵커중심에서 0.5과

0.3 중 작은값 이내에 배치되어 콘크리트 파괴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하고 있는 지름이 19mm 이하인 철근만을 말한다.

인장 및 전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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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선설치앵커에 설치된 앵커철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해설그림 4.4.9> 인장을 받는 앵커철근 <해설그림 4.4.10> 전단을 받는 앵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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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받침지지길이의 공급역량은 교각의 실제 받침지지길이로 한다.

2. 받침지지길이의 소요역량은 도로교설계기준 -최소받침지지길이(Nmin)와

응답변위 중 큰 값으로 한다. 단, 지진구역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에

대해서는 최소받침지지길이로 한다.

3. 받침지지길이의 내진성능은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2. 앵커부의 소요역량 FA D은 받침본체의 소요역량 FB D (해설식(4.4.3))와 같다.

FA D  FB D 해설식(4.4.17)

3. 앵커부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해설식(4.4.18)과 같이 평가한다.


FA D
L

FA C
L

≥  and 
FA D
T

FA C
T

≥  만 족 해설식(4.4.18a)


FA D
L

FA C
L

  or 
FA D
T

FA C
T

  불만족 해설식(4.4.18b)

4.4.3 받침지지길이(낙교)

해설

1. 받침지지길이는 해설식(4.4.18)과 같이 교각 및 교대의 거더 단부끝단까지의 거리

(<해설그림 4.4.11> 참조)로 하며 현장조사나 설계도면을 통해 조사한다.

NC = 교량의 받침지지길이 해설식(4.4.19)

1. 받침지지길이의 공급역량은 교각의 실제 받침지지길이로 한다.

2. 받침지지길이의 소요역량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Nmin)와 응답변위 중 큰 값으로 한다. 단, 단경간교 및

지진구역 Ⅱ에 위치하는 내진Ⅱ등급교에 대해서는 최소받침지지길이로

한다.

3. 받침지지길이의 내진성능은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2. 앵커부의 소요역량 FA D은 받침본체의 소요역량 FB D (해설식(4.4.3))와 같다.

FA D  FB D 해설식(4.4.17)

3. 앵커부의 내진성능은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에 대하여 공급역량과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해설식(4.4.18)과 같이 평가한다.


FA D
L

FA C
L

≥  and 
FA D
T

FA C
T

≥  만 족 해설식(4.4.18a)


FA D
L

FA C
L

  or 
FA D
T

FA C
T

  불만족 해설식(4.4.18b)

4.4.3 받침지지길이(낙교)

해설

1. 받침지지길이는 해설식(4.4.19)와 같이 교각 및 교대의 거더 단부끝단까지의 거리

(<해설그림 4.4.11> 참조)로 하며 현장조사나 설계도면을 통해 조사한다.

NC = 교량의 받침지지길이 해설식(4.4.19)

[수정]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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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

<해설그림 4.4.11> 교량의 받침지지길이(NC )

2. 소요역량은 도로교설계기준 -‘내진설계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 (Nmin)와

응답변위 중 큰 값으로 한다(해설식(4.4.20)).

ND  max 응답변위 Nmin  해설식(4.4.20)

여기서, Nmin         
  (mm)

 : 인접신축이음부 또는 교량단부까지 거리(m)

 : 교각의 높이(다점고정인 경우는 평균, 일점고정인 경우는 고정단)(m)

 : 교량의 받침선이 교축직각방향과 이루는 사잇각(°)

3. 내진성능평가는 해설식(4.4.21)과 같이 한다.

ND

NC
≥ 1.0 만 족 해설식(4.4.21a)

ND

NC
< 1.0 불만족 해설식(4.4.21b)

N

S

<해설그림 4.4.11> 교량의 받침지지길이(NC )

2. 소요역량은 교량내진설계기준 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Nmin)와 응답변위 중

큰 값으로 한다(해설식(4.4.20)).

ND  max 응답변위 Nmin  해설식(4.4.20)

여기서, Nmin          
  (mm)

 : 인접 신축이음부 또는 교량단부까지 거리(m)

(지간내 힌지가 있는 경우는 힌지 좌 우측방향 거리의 합)

 :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평균 높이(m)

- 교대 : 인접 신축이음부의 교량상부를 지지하는 기둥의 평균 높이

(단경간교의 평균 높이 : 0)

- 기둥 또는 교각 :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 높이(일점고정인 경우는 고정단)

- 지간 내의 힌지 : 인접하는 양측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 높이

 : 교량의 받침선이 교축직각방향과 이루는 사잇각(°)

3. 내진성능평가는 해설식(4.4.21)과 같이 한다.

ND

NC
≥ 1.0 만 족 해설식(4.4.21a)

ND

NC
< 1.0 불만족 해설식(4.4.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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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 뒤 연결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교량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5.1.1 문장

5.1.2 보고서

5.1.3 편집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앞 뒤 연결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교량에

대한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시설물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구성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5.1.1 문장

5.1.2 보고서

5.1.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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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현황조사는 현장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개요

2. 조사범위

3.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4. 주요부재별 요약

5. 도면분석결과

6. 재료강도평가

7. 부록

5.2 현황보고서 형식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현황조사는 현장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개요

2. 조사범위

3.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4. 주요부재별 요약

5. 도면분석결과

6. 재료강도평가

7. 부록

5.2 현황보고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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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입력 자료와 예비 평가분석표로 구성된다.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현장평가분석

3. 지진도 평가

4. 취약도 평가

5. 영향도 평가

6. 내진그룹화

7. 우선순위 결정(정책적 판단 등 고려)

입력 자료와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평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분석

2. 평가지진하중

3.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4. 내진성능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5.3 예비평가 보고서

5.4 상세평가 보고서

입력 자료와 예비 평가분석표로 구성된다. 평가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현장평가분석

3. 지진도 평가

4. 취약도 평가

5. 영향도 평가

6. 내진그룹화

7. 우선순위 결정(정책적 판단 등 고려)

입력 자료와 구성요소별 내진성능 평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분석

2. 평가지진하중

3.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4. 내진성능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5.3 예비평가 보고서

5.4 상세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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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부 록록

부록 A.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부록 B. 역량스펙트럼(ADRS)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부록 C.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부부 록록

부록 A.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부록 B.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부록 C. 내진성능평가 예제

[변경 및 삭제]

1. 내진설계공통기준 제정 내용

반영

2.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

른 불필요한 사항 삭제

3. 최신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한 평가예제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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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록 A

내진설계기준연구 Ⅱ

제1권 내진성능기준 및 경제성 평가

제2장 내진성능기준

제1절 내진성능목표와 설계지반운동

A.1 내진등급

A.2 내진성능수준

A.3 설계지반운동 수준

A.4 내진성능목표

A.5 설계지반운동 정의 위치와 고려 사항

A.6 설계지반운동수준

A.7 지반의 분류

A.8 설계지반운동의 특성 표현

A.9 내진등급과 재현주기

부록 A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018)

A.1 목 적

A.2 근 거

A.3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A.3.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4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활용) 대상

A.5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A.6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

[붙임 A.1] 지반분류(, , , , , )

[붙임 A.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붙임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

[변경] 내진설계공통기준 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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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별첨 A-1 지반의 분류 절차

1. 시설물의 내진등급은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과

내진특등급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2. 시설물별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해당하는 내진설계성능기준에서 규정한다.

1. 시설물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두 가지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기능수행수준: 설계지진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은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되는 성능수준을 의미한다.

3.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상당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과 범위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붕괴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의미한다.

4. 각 성능수준의 구체적인 정의는 해당 시설물에서 규정한다.

제1절 내진성능목표와 설계지반운동

A.1 내진등급

A.2 내진성능수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을 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란 국가가 지진에 대비해서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강진에 대해서 인명손실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A.1 목 적

A.2 근 거

A.3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변경] 내진설계공통기준 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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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확률 10%)

나.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확률 10%)

다.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확률 10%)

라.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확률 10%)

마.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확률 10%)

바.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확률 10%)

등급별로 시설물이나 구조물은 <표 A.1.1>에 규정한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반운동에 대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표 A.1.1> 내진성능 목표

A.3 설계지반운동 수준

A.4 내진성능목표

가.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Z, 재현주기 500년 기준)는 아래와 같다.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나. 위험도계수(I)는 아래와 같다.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 가항 및 나항은 2013년 12월 13일 공표 (전 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관련임

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란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암반지반의 수평지반운동수준을 말한다.

(2)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

계수(Z)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결정한다.

S = Z × I

(3)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A.3.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A.3.2-1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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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지

진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 능 수 행 붕 괴 방 지

50년 Ⅱ 등급

100년 Ⅰ 등급

200년 특 등급

500년 Ⅱ 등급

1,000년 Ⅰ 등급

2,400년 특 등급

1. 설계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재해도는 보통암 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설계지반운동은 흔들림의 세기, 주파수 내용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5. 설계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6. 설계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설계지반운동의 수직방향 성분의 세기는 수평방향 성분의 3분의 2로

가정할 수 있고, 주파수 내용과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A.5 설계지반운동 정의 위치와 고려 사항

A.6 설계지반운동수준

가. ‘지반분류’란 국지적인 토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정도를 공학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을 말한다.

나.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1)에서부터 (3)까지를 따른다.

(1)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2) 지반은 <표 A.1>과 같이 , , , , ,  등 6종류로 분류한다.

(3)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 지반의 자세한 분류 절차는 [붙임 A.1]과 같다.

<표 A.1> 지반분류체계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암반 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으로 분류

A.3.2-2 지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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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재해도 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표 A.1.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2개의 지진구역으로 설정한다. 각 지진구역에서의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에 해당하는 구역계수 Z는 <표 A.1.3>에

수록된 바와 같이 구역 Ⅰ에서는 0.11, 구역 Ⅱ에서는 0.07이다.

2. 평균재현주기별 최대유효지반가속도의 비를 의미하는 위험도계수가 <표

A.1.4>에 주어져있다. 이 표에서 기준은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이

사용되었다.

3. 시설물이 위치할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준작성의 근거가 되는 지진재해도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등고선 형태의 지진재해지도가 사용될 수 있다.

<표 A.1.2> 지진구역 구분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Ⅱ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강원도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강원도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전라남도 북부(군, 시)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시, 순천시

전라남도 남부(군, 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표 A.1.3>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가.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암반지반인 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은 <그림 A.1>과 같다.

<그림 A.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① 전이주기(절점주기)

<표 A.2>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 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 (sec)

  

수 평 2.8 0.06 0.3 3.0

② 감쇠비(,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A.3.2-3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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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Ⅰ Ⅱ

구역계수, Z(g값) 0.11 0.07

<표 A.1.4> 위험도계수

재현주기 (년) 50 100 200 500 1000 2400

위험도계수, I 0.40 0.57 0.73 1 1.4 2.0

1.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지반을 <표 A.1.5>에서와 같이 SA ,

SB, SC, SD , SE , SF의 6종으로 분류한다.

2. 지반종류 SF는 부지의 특성 조사가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

가.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Quick Clay와 매우 민감한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나.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

다. 매우 높은 소성을 갖은 점토지반

라.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

3. 지반의 자세한 분류기준과 절차는 ‘별첨 A-1’에서 제공한다.

<표 A.1.5> 지반의 분류

A.7 지반의 분류

㉯  ≤ ≤ ,  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  ≤ ,   
 



③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붙임

A.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① 5%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1)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정계수를 갖는다.

②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붙임 A.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토사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토사지반인 , , ,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을 의미하는 ‘지반증폭계수(, )’로부터 <그림 A.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①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그림 A.2>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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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48m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N (NCH )

(blowfoot )

비배수전단강도

su

(kPa)

SA 경암지반 1,500초과
- -

SB 보통암지반 760에서 1,500

S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에서 760 > 50 > 100

SD 단단한 토사지반 180에서 360 15에서 50 50에서 100

SE 연약한 토사지반 180미만 < 15 < 50

SF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1.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한다.

2. 5% 감쇠비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A.1.1>에 정의되어있다.

3. <그림 A.1.1>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완전한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와 의 값은 <표 A.1.6>와 <표 A.1.7>에 지반종류별로 지진구역별로

각각 주어져있다.

4. 필요 시 시설물의 구조특성과 설계법을 고려하여 작성된 설계응답

스펙트럼으로 <그림 A.1.1>에 주어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A.1.1>에 주어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보다 안전측이어야 한다. 단, 대안으로 제시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이

<그림 A.1.1>에 주어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것을 입증한다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제시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A.8 설계지반운동의 특성 표현

(2)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는 <표 A.3>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표 A.3> 지반증폭계수

지반분류

단주기 증폭계수,  장주기 증폭계수, 

 ≤         ≤       

 1.4 1.4 1.3 1.5 1.4 1.3

 1.7 1.5 1.3 1.7 1.6 1.5

 1.6 1.4 1.2 2.2 2.0 1.8

 1.8 1.3 1.3 3.0 2.7 2.4

(3)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① 5% 감쇠비에 대한 ～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은 (1)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를 갖는다.

②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4) ～ 지반의 경우 <그림 A.2>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5)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6)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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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워스펙트럼

가. 지표면에서 한 점의 지반운동은 파워스펙트럼으로 정의된 확률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파워스펙트럼은 2에서 규정한 응답스펙트럼과 지반운동의 특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일관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술기준에서 규정한다.

6. 가속도 시간이력

가. 지반가속도 또는 속도나 변위의 시간이력으로 지반운동이 표현될 수 있다.

나. 공간적인 모델이 필요할 때 지반운동은 동시에 작용하는 3개의 가속도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부지에서 계측된 시간이력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대상

부지에서 기대되는 시간이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서 계측된

가속도 시간이력 또는 다음에 기술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이력이 사용될 수

있다.

7. 인공 가속도 시간이력

가. 인공 가속도 시간이력은 응답스펙트럼과 잘 부합되도록 생성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기술기준에서 규정한다.

나. 지반운동의 장주기 성분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진원의 발진기구 특성과 국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이력을

생성하여야한다.

다. 인공 가속도의 지속시간은 지진의 규모와 발진기구특성 전파경로 및 부지의

국지적인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8.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 특성 고려방법

가. 모든 점에서 똑같이 가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없는 특징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나. 지반운동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기준에서 규정한다.

가. 내진성능수준을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의

4가지로 분류한다.

(1) ‘기능수행’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2) ‘즉시복구’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발생한 손상이

크지 않아 단기간 내에 즉시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3) ‘장기복구/인명보호’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이 가능하거나,

시설물에 상주하는 인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원에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4) ‘붕괴방지’ 수준은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을 말한다.

가. 설계지진은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 지진의 초과발생확률로서

정한다. 이를 반영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에

의한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재현주기(7가지)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②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③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④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⑤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A.3.2-4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A.3.2-5 설계지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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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표 A.1.6> 지진계수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3 0.08

SD 0.16 0.11

SE 0.22 0.17

<표 A.1.7> 지진계수 

⑥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⑦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5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가.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1) ‘내진특등급’은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2) ‘내진Ⅰ등급’은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3) ‘내진Ⅱ등급’은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의 등급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내진등급 분류기준은 시설별 내진성능기준에서 정의한다.

가.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최소 내진성능수준은 <표 A.4>와 같으며

내진등급에 따라 ‘기능수행’ 수준을 포함하여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 중에서 하나 이상의 성능수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A.4> 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A.3.2-6 내진등급 분류체계

A.3.2-7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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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8 0.11

SD 0.23 0.16

SE 0.37 0.23

교량의 내진등급은 특등급과 Ⅰ등급, Ⅱ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재현주기는 <표 A.1.1>과 같다. 도로교의 내진성능평가시의 성능목표는

붕괴방지수준으로 한다.

1. 범위

여기서는 <표 A.1.5>에 의거하여 지반을 종류 SA부터 SF까지 6종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2. 정의

A.9 내진등급과 재현주기

별첨 A-1 지반의 분류 절차

설계지진

재현주기(년)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50 내진Ⅱ등급

100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2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5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1,000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2,400 내진특등급

4,800 내진특등급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

설계기준’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시행일이라 함은

내진보강공사 인 허가(협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이 ‘시설별 내진설계기준’보다 낮은 경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을 공통 최소기준으로 보아, 높게 정해져

있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A.4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활용) 대상

A.5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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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A
 > 1,500ms인 경암지반

SB 760ms <  ≤ 1,500ms인 보통암 지반

SC 360ms <  ≤ 760ms 이거나, N > 50 또는 su ≥ 100kPa인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SD 180ms ≤  ≤ 360ms 이거나, 15 ≤ N ≤ 50 또는

50kPa ≤ su ≤ 100kPa 인 단단한 토사지반

SE
 < 180ms인 지반이거나, PI > 20,  ≥ 40% 이고 su < 25kPa 인

연약 점토의 두께가 3.048m이상 되는 토사지반

SF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

가.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Quick Clay와 매우 민감한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나.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 [지층의 두께, H > 3.048m]

다. 매우 높은 소성을 갖은 점토지반 [H > 7.620m이고 PI > 75]

라.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 [H > 36.58m]

예외: 지반의 종류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반의 특성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반종류 SD를 사용한다. 관계 공무원이 해당 부지에

지반 종류 SE가 있다고 결정하거나 지반공학적 자료에 의하여 지반종류

SE라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를 지반종류 SE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부지 고유의 지반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즉, SF로 분류할 때는 상기

SF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가 이

기준과 일치하면, 그 부지는 지반 종류 SF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지 고유의

1. 범위

여기서는 <표 A.1>에 따라서 지반을 부터 까지 6종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2. 정의

지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전단파속도가 760ms이상인 기반암의 깊이( )가 1m 미만인 지반

 :  ≤ 20m이고,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단단한 지반

 :  ≤ 20m이고,  < 260ms인 기반암 깊이가 얕고 연약한 지반

 :  > 20m이고,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단단한 지반

 :  > 20m이고,  < 180ms인 기반암 깊이가 깊고 연약한 지반

 :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 PI > 75)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또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A.6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시행일

[붙임 A.1] 지반분류(, , , , , )

□ 지반분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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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특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 평균전단파속도

는 식(A.1)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A.1)

여기서,   토층 i의 두께(m),   토층 i의 전단파속도(msec)

나. 평균현장표준관입저항(N )과 점착력이 없는 토층에 대한 평균표준관입저항(NCH )

N과 NCH는 식(A.2), 식(A.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N 


 



Ni




  





(A.2)

NCH 


 



Ni





(A.3)

여기서,  : 토층  의 두께 (m)

 : 상부 30.48m에 있는 비점착성 토층의 총두께 (m)

Ni : 공인된 표준에 따른 토층의 표준관입저항

다. 평균비배수 전단강도( su)

su는 식(A.4)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 예외:  이 120m/s 이하인 지반은 기반암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으로 분류한다.

부지 고유의 지반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즉 로 분류할 때는 상기

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가 이

기준과 일치하면 그 부지는 지반 종류 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반암에 대한 정의

기반암은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이다.

 


 








 





(A.1)

여기서,  = 기반암 깊이까지의 번째 토층의 두께, m

 = 기반암 깊이까지의 번째 토층의 전단파속도, m/s

나.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의 전단파속도로의 변환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SPT-N치)를 전단파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에는 국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Sun et al. 2013
*
,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러도 30cm 깊이를 관입하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N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두께 관입 시 N값으로 환산한다. 이때 환산 N치의

최대값은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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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sui





(A.4)

여기서,  : 상부 30.48m에 있는 점착성 토층의 총두께 (100-) (m)

sui : 250kPa을 초과하지 않는 공인된 표준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

라. 연약한 점토 지반, SE

연약한 점토층이 su < 25kPa ,  ≥ 40%이고 PI > 20으로 정의된

곳에서는 3.048m이상의 연약한 점토층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기준들이 충족되면, 그 부지는 지반종류 SE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지반종류 SC , SD , SE

위에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산된  ,
N , su를 가지고 다음 세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를 사용해서 지반종류 SC, SD , SE의 부지를 분류한다.

(1) 상부 30.48m에 대한  (
 방법)

(2) 상부 30.48m에 대한 N (N 방법)

(3) 상부 30.48m에 있는 비점착성 토층(PI < 20)에 대한 NCH와

상부 30.48m에 있는 점착성 토층(PI > 20)에 대한 평균 su (
su 방법)

바. 지반종류 SA , SB

지반종류 SB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파쇄와 풍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단단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부지의 전단파속도는 해당 부지에서 직접 측정

하거나 아니면 지반공학자, 지질학자 또는 지진학자 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SB에 비하여 더욱 연약하며 심하게 파쇄되고 풍화된 암반은 해당

부지에서 직접 전단파속도를 측정하거나 지반종류 SC로 분류되어야 한다.

경암지반 SA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단파속도를 해당 부지에서 직접 측정

* Sun, C. G., Cho, C. S., Son, M., & Shin, J. S. (2013).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170(3), 271-281.

1. 표준수평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수평지반운동에 대한 비탄성응답

스펙트럼은 변위연성도()와 감쇠비()의 함수로 정의된다.

2. 감쇠비 5%에 대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형상은 <그림 A.1>의 수평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형상을 갖는다.

<그림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기준

[붙임 A.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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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지와 동등하거나 더욱 심하게 풍화되고 파쇄된 것

같은 해당 부지의 지층구조와 유사한 부지에서 측정된 값이 사용되어야한다.

경암조건이 깊이 30.48m까지 연속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는

표면전단파속도 측정값으로부터 외삽하여 를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암반표면과 확대기초 또는 매트기초 사이에 3.048m이상의 토층이 존재한다면,

그 부지는 암반 등급인, 지반종류 SA와 SB로 분류될 수 없다.

여기에 주어진 정의들은 부지 단면의 상부 30.48m에 적용된다. 뚜렷이 다른

지층으로 구성된 지반은 그러한 층으로 세분화 되어야하며 각층은 제1층에서

바닥의 제n층까지 번호를 부여한다. 기호 i 는 제i번째 층을 나타낸다.

( =0.01초에서 =1g로 정규화)

3.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한 단주기스펙트럼증폭계수

()와 전이주기는 <표 A.5>를 따른다.

4. 감쇠비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비탄성

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각 변위연성도에 대한 감쇠보정계수는

<표 A.6>의 값을 따른다. 변위연성도가 8이상의 경우 감쇠보정계수는 1을

사용한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표 A.5>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유사가속도 스펙트럼과 전이주기

구분 
전이주기(sec)

  

=1.0(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8 0.06 0.30 3

=1.5 2.0 0.05 0.27 3

=2 1.65 0.044 0.24 3

=3 1.33 0.036 0.21 3

=4 1.17 0.03 0.20 3

=5 1.07 0.02 0.18 3

=8 0.74 0.2 0.2 3

=10 0.64 0.2 0.2 3

※ <표 A.5>에 열거된 변위연성도()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 값에 대해서는 보간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변위연성도에

대하여 증폭비와 전이주기를 로그단위로 보간하도록 한다.

<표 A.6>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감쇠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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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연성도 1.5 변위연성도 2 변위연성도 3

  
 



  
 



  
 



변위연성도 4 변위연성도 5 변위연성도 8 이상

  
 



  
 



 

※ <표 A.6>에 열거된 변위연성도()는 대표적인 값들이며, 예시된 변위연성도

이외의 사이 값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위연성도의 감쇠보정계수 중 큰 값을

사용한다.

①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②  ≤ ≤,  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③  ≥,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의 포락함수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은 <그림 A.4> 및 <표

A.7>과 같다.

[붙임 A.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

□ 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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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그림 A.4>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표 A.7>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7.0 이상 ～ 7.5 미만 2.0 12.5 13.5

6.5 이상 ～ 7.0 미만 1.5 9.0 10.5

6.0 이상 ～ 6.5 미만 1.0 7.0 9

5.5 이상 ～ 6.0 미만 1.0 5.5 8.0

5.0 이상 ～ 5.5 미만 1.0 5.0 7.5

강진동지속시간()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2)

여기서,  는 강진동지속시간의 푸리에 변환이다.

3. <그림 A.4>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은

가속도시간이력의 누적에너지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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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누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3)

여기서,  는 지반가속도시간이력이다.

4.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5.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7.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수정 Kanai-Tajimi 모델로 정해지는 파워스펙트럼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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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Hz)

<그림 A.5> 수정 Kanai-Tajimi 모델의 형상

<표 A.8> 수정 Kanai-Tajimi 모델 파라미터(제곱평균제곱근 가속도 0.5g)

수정 Kanai-Tajimi

파라미터
 g g  

값 0.35 ms 25.02 rads 1.00 5.63 rads 0.64

g
    

 

g

 

g

 g


g
 g






 



 





(A.4)

8. 제곱평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지반가속도가 0.5g가 아닌

경우에는 목표 파워스펙트럼 밀도를 제곱평균제곱근 지반가속도의

제곱으로 눈금을 바꾸어야 한다.

1.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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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된,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지진기록은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그림 A.1>)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Spectral Matching)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dominant period)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부록 B

역량스펙트럼(ADRS)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삭제> [삭제]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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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B.1 공급역량스펙트럼

B.2 소요역량스펙트럼

B.3 내진성능 평가방법

교각의 단면강도와 수평변위를 응답가속도와 응답변위의 식으로 변환한다.

B.1 공급역량스펙트럼

해설

교각의 단면강도 및 수평변위를 해설식(B.1)을 이용하여 응답가속도-응답변위(SA-SD )의

관계식으로 변환한다.

<삭제> [삭제]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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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속도-주기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응답가속도-

응답변위의 관계식으로 변환한다.

SA  Fn W 해설식(B.1a)

SD  TOP 해설식(B.1b)

여기서, Fn은 단면강도, W는 유효중량, TOP는 교각 상부 위치의 변위이다.

B.2 소요역량스펙트럼

해설

일반적으로 응답가속도와 주기(T)의 관계식으로 주어진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해설그림

B.2.1>과 같이 응답가속도-응답변위(SA-SD )의 관계식으로 변환한다. 이 때,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형태의 직선상의 점은 주기가 동일하며, 주기 T  


SA

SD
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주기 T를 응답변위에 관해 정리하면 SD 


SA⋅T


로 표현된다.

응
답

가
속
도

주기

응
답

가
속

도

응답변위

(a) 설계응답스펙트럼(SA  T) (b) ADRS 스펙트럼(SA  SD )

<해설그림 B.2.1> 구조물에서의 설계응답 및 ADR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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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소요역량곡선과 공급역량곡선을 함께 도시하여 다음과 같이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가. 기능수행수준

공급역량곡선의 항복점 위치가 기능수행수준 스펙트럼의 외부에 놓이면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붕괴방지수준

공급역량곡선의 극한점 위치가 붕괴방지수준 스펙트럼의 외부에 놓이면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 붕괴방지수준인 경우, 소요스펙트럼과 공급역량곡선의 교차점이 성능점이

되고 이는 붕괴방지수준의 지진하중 시 교각의 응답변위크기를 나타낸다.

B.3 내진성능 평가방법

해설

<해설그림 B.3.1>과 같이 소요역량곡선과 공급역량곡선을 변환하여 함께 도시한다

(Capacity Spectrum). 이 때 공급역량곡선은 변위연성도 증가에 따라 이력감쇠비가 증가

하므로 “붕괴방지수준”의 스펙트럼은 감소시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평가방법이 된다.

이력감쇠에 따른 응답스펙트럼의 감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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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그림 B.3.1> 역량스펙트럼

1. 이력감쇠

이력감쇠는 기초전단력-변위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구조물의 이력곡선 루프의 내부면적

으로부터 해설식(B.2)와 같이 등가점성 감쇠비 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설식(B.2)

여기서, 는 감쇠에 의한 소산 에너지로 <해설그림 B.3.2>에서 이력곡선으로 싸인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는 최대변형 에너지로 <해설그림 B.3.2>에서 삼각형면적이다.

따라서 비선형거동을 하는 구조물의 감쇠는 해설식(B.3)과 같이 계산한다.

  해설식(B.3)

여기서, 는 등가점성감쇠비로 표현되는 이력감쇠, 0.05는 구조물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5%의 점성감쇠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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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응답변위

응답가속도

Kinitial

Keff

ay

dy dpi

이상화 모델

공급역량

ESO

ED

<해설그림 B.3.2> 응답스펙트럼 감소를 위한 감쇠비 산정

2. 등가점성감쇠비

등가점성감쇠비는 이력곡선의 형태에 따라 <해설그림 B.3.3>과 같은 감쇠수정계수()를

도입하여 해설식(B.4)와 같이 수정한다. 여기서, 타입 A는 이력곡선이 안정적인 경우, B는

이력곡선 면적 저하율이 중간정도인 경우, C는 저하율이 매우 큰 경우이다.

  ⋅ 해설식(B.4)

구조특성타입 B

구조특성타입 C

구조특성타입 A

감쇠수정계수 K

16.25 25 45

등가점성감쇠 β0 (%)

<해설그림 B.3.3> A, B, C 타입에 따른 감쇠수정계수 

3. 유효감쇠비

해설식(B.5)와 같이 변위연성도에 따른 유효감쇠비를 계산하는 간이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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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감쇠비를 산정할 수도 있다. 이때, 하중이 제거된 경우(unloading)의 강성 변화에 대한

특성을 표현하는 를 0.5로 가정하는 경우이다.

  


해설식(B.5)

여기서, 0.05는 구조물 본래의 점성감쇠비이며 는 소요변위연성도로 항복변위에 대한

변위비이다. 은 초기강성에 대한 항복 후의 2차 강성비로 전형적인 구조물에서는 대략

0.05정도이다.(<해설그림 B.3.4> 참조)

해설식(B.5)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해설그림 B.3.5>과 같다.

F

Δ

Kcr

Kcr= rKcr

Keff

<해설그림 B.3.4> 2차 강성비

1 2 3 4 5 6 7 8 9 100
0

0.05

0.1

0.15

0.2

0.25

0.3

0.35

              변위 연성도

  
   

  
  유

효
 감

쇠
비

<해설그림 B.3.5> 변위연성도와 유효감쇠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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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펙트럼 감소

스펙트럼의 감소는 감소계수  , 를 도입하여 해설식(B.6)과 같이 계산한다. 단,

 ,  값은 <해설표 B.3.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물의 타입은 이력곡선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안전측 평가를 위해서는 C 타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ln 
해설식(B.6a)

 ≈

ln
해설식(B.6b)

<해설표 B.3.1> 와 의 최소허용값

구조물 거동 방식  

A 타입 0.33 0.50

B 타입 0.44 0.56

C 타입 0.56 0.67

5. 감소 응답스펙트럼 및 내진성능평가

감소된 응답스펙트럼은 <해설그림 B.3.6>과 같이 5% 감쇠비의 응답스펙트럼에  ,

를 곱하여 구한다.

2.5CA

2.5SRACA

CV / T

SRVCVV/T 

탄성응답스펙트럼
   (5% 감쇠)

감소응답스펙트럼

응답 변위

CA

응
답

 가
속

도

<해설그림 B.3.6> 감소된 응답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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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는 다음과 같다(<해설그림 B.3.1> 참조).

가. 공급역량스펙트럼 상에 항복점, 극한점, 성능점을 결정한다.

나. 소요역량스펙트럼은 “기능수행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으로 나타낸다.

다. 성능점은 공급역량스펙트럼과 소요역량스펙트럼의 교차점이다. 이 점에서는

공급역량의 이력감쇠비와 소요역량의 감쇠비가 같게 된다. 안전측 평가를 위해서는

소요역량의 감쇠비를 공급역량의 이력감쇠비 보다 작게 선정하여 성능점을 결정할

수도 있다.

라. 항복점이 “기능수행수준”의 소요역량스펙트럼의 외측에 놓이게 되면 “기능수행수준”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내측에 놓이는 경우에는 강도 증가를 위한 내진성능

향상이 요구된다.

마. 극한점이 “붕괴방지수준”의 소요역량스펙트럼 외부에 놓이게 되면 “붕괴방지수준”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내측에 놓이는 경우에는 연성도 증가를 위한

내진성능향상이 요구된다.

바. 성능점으로부터 설계지진시의 최대응답변위를 알 수 있다. 받침지지길이와 비교하여

낙교 등의 검토를 수행한다.

부록 C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부록 B

국가지진위험지도(2013)

[수정] 부록 번호체계 수정(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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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보도자료

C.2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B.1 보도자료

B.2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C.1 보도자료 B.1 보도자료 [수정] 부록 번호체계 수정(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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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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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C.2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를

정(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소 방 방 재 청 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를 활용토록

공표함. 교각의 단면강도와 수평변위를 응답가속도와 응답변위의

식으로 변환한다.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 【붙임】

- 위험도계수

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B.2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를

정(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소 방 방 재 청 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를 활용토록

공표함. 교각의 단면강도와 수평변위를 응답가속도와 응답변위의

식으로 변환한다.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위험도계수

- 재현주기별 국가지진위험지도 : 【붙임】

- 위험도계수

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계수 0.4 0.57 0.73 1.0 1.4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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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 진

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 평균재현주기 500년 기준임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 진

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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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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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이 설치되는 해당부지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산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시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이 설치되는 해당부지의 지진위험도 평가 및 산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30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붙임】

■ 재현주기 5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붙임】

■ 재현주기 5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31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1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32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2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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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5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5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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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1,0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1,0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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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2,4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2,4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36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5)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재현주기 4,8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 재현주기 4,800년 국가지진위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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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019. 7.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2. 본 요령의 대상은 댐체,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이다. 댐의 부대시설물은 취

수탑, 발전소, 댐 관리동, 수로터널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에 설치된 수문, 권

양기, 현장조작반, 관리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을 포함한다.

3. 본 요령의 적용 대상 댐은 다음과 같다.

(1) 규모 : 높이 15m 이상인 댐. 높이 15m 미만인 소규모댐에도 준용 가

능

(2) 구성 재료 : 필 댐, 콘크리트 댐

4.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

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5. 본 요령은 기존 댐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

만,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2) 내진설계기준연구[국토해양부, 1997]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본 요령의 목적은 기존 댐 시설물에 대한 지진 시(지진 중 및 지진 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에 대한 댐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요령의 대상은 댐체,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이다. 댐의 부대시설물은 취

수탑, 발전소, 댐 관리동, 수로터널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에 설치된 수문,

권양기, 현장 조작반, 관리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등을 포함한다.

3. 본 요령의 적용 대상 댐은 다음과 같다.

가 . 규 모 : 높 이 15m 이 상 인 댐 에 적 용 . 단 , 높 이 15m 미 만

인 소 규 모 댐 에 도 적 용 가 능

나. 구성 재료 : 필댐, 콘크리트댐

4.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은 향후 관련기술의 발전 정도

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5. 본 요령은 기존 댐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KDS 54 17 00 댐 내진 설계기준

나.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수정] 평가요령 목적 명확화

[수정] 문구조정

[수정] 댐 내진 관련 최신 기준

제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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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2.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과 평가절차

3. 내진성능 예비평가

4. 내진성능 상세평가

5.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해설

부대시설물 중 취수탑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

발전소 및 댐 관리동은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수로터널은 ‘기존

시설물(터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관리교는 ‘기존 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준하여 평가한다. 기전설비는 『강구조 설계기준(건교부, 2003)』,

『ダム·堰施設技術基準(案)(基準解說編·マニュアル編, 平成 11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내진설계기준(한국수자원공사, 2009)』등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에서는 진도법을 내진설계의 기본으로 하고, 진도법으로

설계된 댐체 단면에 대한 상세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역학적 해석 방법에 의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도 상세1단계 평가시에는 진도법에

의해, 상세2단계 평가시에는 동적해석법에 의해 내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1.2 요령의 구성

본 요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과 평가절차

제3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제4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제5장 내진성능 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해설

부대시설물 중 댐 관리동은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한국시설안전공

단)’에 준하여 평가한다.

KDS 54 17 00 댐 내진 설계기준에서는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해석 방법은 설계자의 판

단에 따라 정역학적 방법 또는 동역학적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역학적

방법이 동역학적 방법에 비해 간편한 방법이므로 본 요령에서는 상세1단계 평가 시에는

정역학적 방법에 의해, 상세2단계 평가시에는 동역학적 방법에 의해 내진평가를 실시하

는 것으로 하였다. 상세 1단계 평가시와 상세 2단계 평가시 내진성능수준, 적용지진력,

평가방법은 댐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한편, 댐 설계기준에서는 중요한 댐은 관리주체가 필요시 재현주기 4800년 이상 지진을

사용하는 동적 소성해석 기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세 2단계 평가 시

10,000년 빈도의 가능최대지진(MCE)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기법에 의한 내진평가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상세 1단계 평가를 생략하고 상세 2단계

평가만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1.2 요령의 구성

[수정] 금번 부대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요령 제시로 불필요

문구 삭제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평가단계설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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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부록 A. 필댐 평가예제

부록 B. CFRD 평가예제

부록 C. 콘크리트댐 평가예제

부록 D. 내진성능 평가표

본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진관련 용어

1. 감쇠 :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뜻함

2. 공진 :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

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3. 스펙트럼 :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4. 시간영역해석 : 실지진기록 혹은 인공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지진의 지속시

간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해석법

5. 응답 : 어떤 계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

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축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6. 재현주기 : 강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

의 강도와 발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이미 관

측된 값에 대해서는 각 년의 최대치가 정상적으로 독립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어떤 크기 이상의 년최대치가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라 함

7. 전단파속도 :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나 지반의 변형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3 용어 정의

부록 A. 필댐 댐체 평가 예제

B. CFRD 댐체 평가 예제

C. 콘크리트댐 댐체 평가 예제

D. 취수탑 평가 예제

E. 내진성능 평가표

본 요령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쇠 : 운동하는 물체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뜻함

2. 공진 : 어떤 진동계가 고유진동수에 가까이 혹은 일치하는 주기적인 외력

을 받게 될 때, 반응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3. 스펙트럼 : 진동현상을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배열한 것

4. 시간영역해석 : 실지진기록 혹은 인공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지진의 지속시

간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구하는 해석법

5. 응답 : 어떤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구조물이 진동하는 현상 등에 쓰임

6. 재현주기 : 지진 등과 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강도와 발

생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어떤 크기 이상의 지

진력이 몇 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를 정하여 그 연수를 재현주기

라 함

7. 전단파속도 : 지반의 동적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지반의 주기를

결정하거나 지반의 변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1.3 용어 정의

[수정]

부대시설예제 추가

[수정]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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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8. 지진지반운동 : 지진하중에 의한 지반의 거동을 말하며 동적운동의 크기,

주파수 특성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이러한 지반운동의 특

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시간이력, 응답스펙트럼, 지반운동의 최

대값 등이 있음.

9. 지진하중 :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

10.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11. 최대유효지반가속도 :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

도가 있는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진동수가 높은 가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단, 본 요령에서는 국내에선 최대

유효지반가속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최대지반

가속도를 평가 시 적용한다.

- 댐 관련용어

12. 동수압 : 물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되는 압력

13. 백태 :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자주 발생하는 백색의 결정으로, 콘크리트 중

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수산화칼슘 등이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 중

의 탄산가스와 화합한 것

14. 상시만수위 : 평상시에 저수지의 수면이 유지될 수 있는 최고수위

15. 설계홍수위 : 댐이나 보 등의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홍수 발

생시의 수위로서 통계적인 값이며 반드시 가능최대 홍수위일 필요는 없음

16. 암반 노두 : 지반의 암석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17. 액상화 : 느슨한 포화사질토가 비배수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가 감

8. 설계지반운동 : 지진하중에 의한 지반의 거동을 말하며 동적운동의 크기,

주파수 특성 및 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

9. 지진하중 : 구조물의 질량에 설계지진가속도를 곱한 값

10. 관성력 :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질량×가속도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되는 힘

11. 최대유효지반가속도 : 지진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유효지반가속

도가 있는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구조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진동수가 높은 가속도 성분을 제외한 가속도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보다 작으며 설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

유효지반가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12. 동수압 : 물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되는 압력

13. 백태 : 노출된 콘크리트면에 자주 발생하는 백색의 결정으로, 콘크리트 중

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수산화칼슘 등이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 중

의 탄산가스와 화합한 것

14. 상시만수위 : 평상시에 저수지의 수면이 유지될 수 있는 최고수위

15. 설계홍수위 : 댐이나 보 등의 수공구조물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홍수 발

생시의 수위로서 통계적인 값이며 반드시 가능최대 홍수위일 필요는 없음

16. 암반 노두 : 지반의 암석 일부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17. 액상화 : 느슨한 포화사질토가 비배수상태에서 급속한 재하를 받게 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함과 동시에 유효응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가 감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간략화

[수정]

불필요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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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되어 유체처럼 유동하거나 측방퍼짐(Cyclic Mobility)하는 현상

18. 양압력 :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는 압력

19. 여수로 : 댐, 저수지 등의 저류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댐, 저수지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하류로 방류하는 수로

20. 유사정적해석 :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의 질량과 최대지반가속도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간편해석

21. 지반반력계수 : 재하 초기단계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침하량으로 나눈 값

22. 필댐 : 제체의 대부분이 흙, 자갈, 암괴 등 자연재료로 쌓아서 만든 댐으로

차수벽의 형태에 따라 균일형, 존형, 코어형, 표면차수벽형으로 구분된다.

23. 콘크리트댐 : 제체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만든 댐으로 중력댐, 롤러다짐

콘크리트댐, 아치댐으로 구분된다.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댐 설계기준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진하중의 크기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1.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2.1～2.2.7 참조)

2.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는 경우 (2.2.8 참조)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에 적용할

제 2 장 내진성능평가지진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소함에 따라 유체처럼 유동하는 현상

18. 양압력 :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는 압력

19. 여수로 : 댐, 저수지 등의 저수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하류로 방류하는 수로

20. 유사정적해석 : 동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감쇠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의 질량과 최대지반가속도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간편해석

21. 지반반력계수 : 재하 초기단계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침하량으로 나눈 값

22. 필댐 : 제체의 대부분이 흙, 자갈, 암괴 등 자연재료로 쌓아서 만든 댐으로

차수벽의 형태에 따라 균일형, 존형, 코어형, 표면차수벽형으로 구분된다.

23. 콘크리트댐 : 제체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만든 댐으로 중력댐, 롤러다짐

콘크리트댐, 아치댐으로 구분된다.

지진하중의 결정은 평가시점에서의 댐 설계기준의 내진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진하중의 크기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1.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2.1～2.2.7 참조)

2.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는 경우 (2.2.8 참조)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에 적용할

제 2 장 내진성능평가 지진하중과 평가절차

2.1 일반사항

[수정]

문구수정

[수정]

문구간소화

[수정]

문구수정

[삭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

관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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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산정방법은 각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의 내진평가에 설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물의 향후

사용연수를 고려해 볼 때 비경제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하중의 크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댐은 그 용도가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사용목표수명의 고려여부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관리주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모두 제시하였다.

댐의 내진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 댐의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사용목표수명을 고려치 않는 경우는 신설 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본 요령에 적용한

지반가속도계수 산정방법은 댐 설계기준 (2011, 국토해양부)과

내진설계기준연구(II) (1997, 국토해양부)를 기초로 하였다.

국내 댐 내진 등급은 그 중요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내진 Ⅱ등급의 분류없이 내진Ⅰ등급과 특등급만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결정은 댐의 중요도에 따라 표 2.2.1로 결정한다. 내진 Ⅰ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작고 파괴시 하류에 낮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고 내진 특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중간 이상이며 파괴시 하류에 중간

이상 정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다.

2.2 지진위험도

2.2.1 내진 등급

지진하중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하중의 산정방법은 각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물의 내진평가에 설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물의 향후

사용연수를 고려해 볼 때 비경제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하중의 크기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댐은 그 용도가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사용목표수명의 고려여부는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관리주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요령에서는 댐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모두 제시하였다.

댐의 내진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 대상 댐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산정해야 한다. 사용목표수명을 고려치 않는 경우는 신설 댐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내진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본 요령에

적용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 산정방법은 댐설계기준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을 기초로 하였다.

국내 댐 내진 등급은 그 중요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시설물과는

달리 내진 Ⅱ등급의 분류 없이 내진Ⅰ등급과 내진특등급으로만 구분하며

등급의 결정은 댐의 중요도에 따라 <표 2.2.1>로 결정한다. 내진Ⅰ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파괴 시 하류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고 내진특등급 댐은 시설의 규모가 크며

파괴 시 하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이다.

2.2 지진위험도

2.2.1 내진 등급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신설 문구사용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

관련) 삭제

[수정]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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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 댐

내진특등급

사회/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m
3
이상인 댐

내진1등급 내진특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표 2.2.1 댐의 내진등급

댐에 지진하중 작용시 내진 성능수준은 각각의 수준에 따라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본 요령에서는 댐 설계기준 (2011, 국토해양부)을 따라

붕괴방지수준 만을 고려하도록 제안하며 본 요령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내진검토를 할 경우, 기능수행 수준과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2.2.2 내진 성능 목표

해설

1. 기능수행수준

- 지진작용시나 지진경과 후에도 댐체, 여수로와 부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

동하여야 한다. 손상으로 인하여 댐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붕괴방지수준

<표 2.2.1> 댐의 내진등급

내진등급 구분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기능수행 붕괴방지

내진

특등급 댐

∙ 사회,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댐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 높이 4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백만㎥ 이상 댐

200년 2,400년

내진

Ⅰ등급 댐
∙ 내진특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100년 1,000년

댐에 설계지진력 작용시 내진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 수준을

택하되 가능최대지진력 작용시 성능수준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붕괴방지수준에 대한 검토만으로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기능수행수준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2.2.2 내진 성능 목표

해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에서는 시설물의 지진 시(지진 중 및

지진 후)의 발현해야 하는 성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능구분을 제시하였다.

<해설표 2.2.1> 지진 시 발현해야 하는 내진성능 구분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해설 개정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해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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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에는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지진 작용시나 지진 경과

후에도 댐의 저수기능은 상실되지 않아야 하고, 보수후 댐의 정상기능을 회복가능하

며, 하류에 피해를 발생함이 없이 저류수를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진성능수준 지진 중 지진 후

기능수행 손상이 경미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

즉시복구 손상이 크지 않음
단기간 내에 즉시 복구되어 원래의 

기능이 회복

장기복구/

인명보호

큰 손상이 발생,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장기간의 복구를 통하여 기능 회복

붕괴방지
매우 큰 손상이 발생, 인명 피해를 

최소화
-

* 붕괴방지는 지진 중 인명피해를 허용하며 지진 후 복구가 어렵고 경제적가치가 없는 상태

(FEMA356 & 273)로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지진 후 즉시복구와 장기복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국내 댐 관리주체들의 행정

처리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즉시복구는 2달 이내 장기복구는 2년 이내 가능한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중요한 댐은 지진 후 즉시 기능수행하고 여타 댐도 최소한 장기복구이상

의 성능을 발휘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성설계법이 발

달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댐은 소성설계기법이 발달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외국에

서도 탄성설계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중규모의 단면 설계지진력을 작용하고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댐설계기준도 이러한 개념의 정역학적 설계

법을 채택하고 있다(설계지진력하 붕괴방지수준을 요구). 이는 댐이 단면 설계지진력

작용 시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율을 가지고 있다면 댐이 강진 시 장기복구 이

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간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상기

방법에 의해 설계되었던 근대적인 댐들이 외국의 강진 하에서 장기복구 이상의 성능

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1단계에서 사용되는 정역학적 설계법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간

단하나 강진 하에서의 댐의 실제 거동 및 성능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최근

외국에서는 강진 하에서의 댐의 실제 거동 및 성능을 동력학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아래와 같이 개발되어 적용 중에 있다.

(1) Design standards No. 13 Embankment dams(USBR, 2001)

(2) State-of-practice for the nonlinear analysis of concrete dams(USBR, 2006)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해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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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rthquake design and evaluation of concrete hydraulic structures (USACE,

2007)

(4)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指針(案)·同解說 : 國土交通省, 2005

(5)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に關する資料 : 國土交通省 國土技術定

策綜合硏究所, 2005

(6)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 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

이에 따라 정역학적 기법으로 검토 시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댐에서는

내진성능평가 2단계에서 동력학적 기법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설계지

진력하 붕괴방지수준을 요구).

한편, 내진특등급 댐 등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이 필요한 중요한 댐 등에서는

관리주체가 필요시 내진성능평가 2단계에서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

성해석 기법에 의한 내진평가가 가능하다.

내진성능평가 2단계에서 동적소성해석방법을 사용하여 댐의 내진성능평가 시엔 댐의

내진등급에 상관없이 댐에 작용할 수 있는 가능최대지진력(MCE : Maximum

Credible Earthquake)을 사용하며 내진특등급 댐은 지진 후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내진1등급 댐은 장기복구성능을 확보하도록 제안하며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내진성능수준은 상향이 가능하다.

1. 기능수행수준

- 댐에는 지진중 손상이 경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지진 후 댐체, 여수

로와 부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특별한 보수 없이

도 안전기능(저수, 비상대처, 홍수방어) 및 편익기능(용수활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장기복구수준

- 댐에는 지진 중 큰 변형과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붕괴되지 않

아야 하며 인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진 후에도 댐의 안전기능(저수, 비상

대처, 홍수방어)은 확보되어야 한다. 편익기능(용수활용)은 장기간의 보수 후 회복가

능하다.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해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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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댐의 지진하중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

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구역도는 보통암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지반운동은 지진강도, 주파수 특성 및 강진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5. 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6. 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그 세기는 수평 방향 성분

의 1/2으로 가정할 수 있고, 주파수 내용과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

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설정하여 지진의 평균 재현주기별로 지진재해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지진 구역계수는 표

2.2.2와 같다. 표 2.2.2는 평균 재현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2.2.3의 위험도계수를 함께 이용하면 다른 재현주기에서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지반가속도계수는 지진구역계수와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표 2.2.4은 행정구역별로 지진구역을 구분한 것이다.

2.2.3 지진하중 결정시 고려 사항

2.2.4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댐 단면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행정구역별 지진 구역계수는 <표 2.2.2>과

같다. <표 2.2.2>은 평균 재현주기 500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표

2.2.3>의 위험도계수를 함께 이용하면 다른 재현주기에서의 설계 지반운동

수준도 결정할 수 있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계수와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댐의 지진하중 결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

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기본적인 지진구역도는 보통암지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지반운동은 지진강도, 주파수 특성 및 강진지속시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이 잘 정의되어야 한다

5. 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6. 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7. 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을 고려하는 경우, 그 세기는 수평 방향 성분

의 1/2으로 가정할 수 있고, 주파수 내용과 지속시간은 수평방향 성분과 동일

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2.2.3 지진하중 결정시 고려 사항

2.2.4 유효수평지반가속도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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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지 진 구 역 Ⅰ Ⅱ

구역계수, Z (N) 0.11 0.07

표 2.2.2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위험도 계수, I 0.4 0.57 0.73 1.00 1.40 2.0

표 2.2.3 위험도계수

지진구역 행 정 구 역

Ⅰ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Ⅱ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표 2.2.4 지진구역 구분

※ 강원도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시,

속초시

강원도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전라남도 북동부(군, 시) : 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시,

나주시,

여천시, 여수시, 순천시

전라남도 남서부(군, 시) :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시

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Z)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2.2.2> 지진구역계수

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위험도계수(I) 0.4 0.57 0.73 1.0 1.4 2.0 2.6

<표 2.2.3> 위험도 계수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내진성능 평가 시는 댐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인 가능최대지진력에 대한 댐의 성능을 평가하므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4800년 빈도 지진력을 취하며 이때 그 값은

지진재해도로부터 구한다. 단, 지진재해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해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댐의 내진성능평가 시엔 댐에 작용할 수 있는 가능최대지진

력을 사용하고 있다(MCE : Maximum Credible Earthquake). 국제대댐회(ICOLD)

에서는 MCE를 주변의 알려진 활성단층으로 부터 댐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지진

력 또는 주변에 알려진 활성단층이 없는 경우엔 10,000년 빈도 지진력을 가능최대

지진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활성단층으로부터 댐에 도달

할 수 있는 최대지진력을 가능최대지진력(L2)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활성단층의 존재여부 및 활성단층으로 부터 댐 지점까지의 감쇠

곡선 등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10,000년 빈도 지진력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추가]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동적소성해석시 지진력 결정에 대

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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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진재해도상 최대지진력은

4,800년 재현지진력이므로 이를 가능최대지진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진재해도 상 4,800년 재현지진력 중 가장 큰 값은 0.25g이며 이 값은 산업부

에서 신규 수력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0.286g보다 적은 값이며 일본에서 댐의

내진성능평가 시 약진지역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지진력의 하한값인 300gal 보다

작은 값이므로 과대한 값이라 할 수 없다.

<해설그림 2.2.1> 일본 댐 내진성능 평가 시 하한 응답스펙트럼

한편,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 상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지진전문

가 자문회의, 추세선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외

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댐의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시 지진파 결정, 비선형물성 선정, 해석방법 결정

등에 따라 그 해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댐의 동적소성해석법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제 3자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동적소성해석시 지진력 결정에 대

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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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그림 2.2.2> 위험도계수의 재현주기(년)에 따른 추세선(예)

*추세선에 따른 10,000년 빈도 재현주기의 위험도 계수는 3.52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내진성능 평가 시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3

개의 지진파를 선정하여 최대응답값을 사용하며,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지진

파작성방법은 2.2.6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을 참조한다. 단, MCE 하에서 동

적소성해석 시엔 동적탄성해석을 통해 선정한 최대응답유발파 1개를 사용할 수 있

다.

인공합성지진력을 사용하는 동적소성해석에서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지진하중의 작용 방향에 대하여 조합한 경우를 고려하며, 그 중 가장 불리한

경우를 적용한다. 실지진력을 사용 시는 실제 발생된 방향의 지진력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조합은 필요치 않다. 단, 탄성해석에 의해 최대변형량 발생하는 지진력을 선

정하여 소성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Case
지진하중

정적 하중
X방향 Y방향 Z방향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해설표 2.2.2> 인공합성지진력을 사용하는 경우의 하중조합

[추가]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동적소성해석시 지진력 결정에 대

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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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 지진하중에서의 +, -는 지진력의 작용방향을 나타내며, 정적하중에서의 +는 정적하중이

지진하중에 더해짐을 표시함.

(480년 내에 발생확률 10%에 해당하는 가속도계수(%g))

<해설그림 2.2.3>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추가]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동적소성해석시 지진력 결정에 대

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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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SA , SB, SC , SD, SE, SF의 6종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반조건에 따라 지반가속도계수를 재 산정한다.

지반은 표 2.2.5에서와 같이 지표면 아래 30m 토층의 평균 지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이때, 상부 30.0m이내에 기반암층 출현시 그 암반특성을 포함한다.

표 2.2.5 지반 계수 구분

지반의 종류

지표면 아래 30m 토층에 대한 평균값 지반계수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N치)

비배수
전단강도
(kPa)

Ⅰ구역 Ⅱ구역

경암지반(SA ) 1500 이상 - - 0.8 0.7

보통암지반(SB ) 760～1500 - - 1.0 1.0

연암지반 및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SC )
360～760 ＞ 50 ＞ 100 1.2 1.1

단단한 토사지반(SD ) 180～360 15～50 50～100 1.5 1.6

부지위치에 따라 결정된 지반가속도계수는 표 2.2.5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반

( SF 제외)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에 따라 결

정된 지반가속도계수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보통암 지반( SB; 표 2.2.5)의 지표

면 자유장인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속도이다. 따라서 국지적인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그 부지의 지반가속도계

수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경암 지반( SA)이면 지진동

2.2.5 지반조건의 고려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댐설계기준에 따라 지반을 분류한다..

2.2.5 지반조건의 고려

해설

1.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지표부터 기반암까지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2. 지반은 <해설표 2.2.3>와 같이 S1, S2, S3, S4, S5, S6 등 6종류로

분류한다.

3.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해설표 2.2.3> 지반분류체계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 (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S5 지반으로 분류

부지위치 및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해설 표

2.2.3>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지반( 제외)별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지역별 시설

물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인 설계 지반 운동 수준은 암반지반

(; <해설표 2.2.3>)의 지표면 암반 노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효 가속도이다. 따

라서 시설물 부지의 지반 분류 결과, 보통암 지반이 아닐 경우 부지의 유효수평지반

가속도는 재설정 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의 대상 부지가  이외의 지반이면 증폭

될 것이므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반증폭계수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여 직접 또는 선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추가]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

정내용 해설

[수정]

댐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문

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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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통암 지반에 비해 감소할 것이며, 그 외의 지반( S C , SD , SE )이면 증폭될 것

이므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반계수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선형 보간하여 조정해

야 한다.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3 0.08

SD 0.16 0.11

SE 0.22 0.17

표 2.2.6 지진계수 C a

지반종류
지진구역

Ⅰ Ⅱ

SA 0.09 0.05

SB 0.11 0.07

SC 0.18 0.11

SD 0.23 0.16

SE 0.37 0.23

표 2.2.7 지진계수 C v

일반적으로 지반 종류에 따른 지진계수 C a(표 2.2.6) 와 C v (표 2.2.7)는 내진 설

계 측면의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결정에 활용된다. C a는 단주기 특성을 C v

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보통암 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폭이 작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 SA)이거나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 SC ,

SD , SE )인 경우 대상 시설물의 공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가속도계수를 재설정해

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표면의 지반가속도계수에 있어서

과다 혹은 과소 설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근의 암반 노두의 상

태에 따라 비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지반 분류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반가속도계수 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는 내진 성능 평가 측면의 근

본적인 대상 지진 하중의 결정에 심각한 과다 혹은 과소 평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진공학자나 지반공학자의 현장 조사에 따른 전문가적인 판단을 통

형 보간하여 조정해야 한다.

<해설표 2.2.4> 지반증폭계수

지반분류
단주기 증폭계수, Fa 장주기 증폭계수, Fv

S ≤ 0.1 S = 0.2 S  = 0.3 S ≤ 0.1 S = 0.2 S = 0.3

S2 1.4 1.4 1.3 1.5 1.4 1.3

S3 1.7 1.5 1.3 1.7 1.6 1.5

S4 1.6 1.4 1.2 2.2 2.0 1.8

S5 1.8 1.3 1.3 3.0 2.7 2.4

일반적으로 지반종류에 따른 증폭계수는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의 결정에 활용

된다. 단주기증폭계수는 단주기 특성을, 장주기증폭계수는 장주기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암반지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폭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인

경우 대상 시설물의 공진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재설정해야 하며,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표면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에 있어서 과소 설

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부근의 암반 노두의 상태에 따라 비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지반 분류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유효수평지반가속도

결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는 지진 하중의 결정에 과다 혹은 과소 평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지진공학자나 지반공학자의 현장 조사에 따른 전문가적인 판

단을 통하여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결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종적인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값을 댐 단면설계 시 사용하게 된다.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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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반가속도계수의 결정 및 재설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

럼의 결정은 내진설계기준연구(II)을 따른다.

해설

1. 여기서, 지반종류 SF는 부지의 특성 조사가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반을 말한다.

1.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Quick Clay와 매우 민감한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2.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 지반

3. 매우 높은 소성을 갖은 점토 지반

4.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 지반

최종적인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지진구역계수×위험도계수×단주기지반증폭계수

<참조>

S6는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다음 경우에 속하는 지

반이다.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

반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PI; Plasticity

Index)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⑤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VS,Soil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di=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두께, m

Vsi = 기반암 깊이까지의 i번째 토층의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관입저항치(SPT-N치)를 전단파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에는 국

내 지반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Sun et al., 2013*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표준관

입시험 시 단단한 암질에 도달하여 항타수가 50에 이르러도 30cm 깊이를 관입하지

못할 경우 50타수 이상의 N값은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토대로 30cm 두께 관입 시

N값으로 환산한다. 이때 환산 N치의 최대값은 300이다.

* Sun, C. G., Cho, C. S., Son, M., & Shin, J. S. (2013). Correlations between

shear wave velocity and in-situ penetration test results for Korean soil deposit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170(3), 271-281.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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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해석법을 사용하는 내진성능평가 시 사용하는 가속도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과 이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은 댐설계기준에 따른다.

2.2.6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해설

1. 암반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암반지반인 S1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

펙트럼은 <해설 그림 2.2.4>과 같다.

<해설그림 2.2.4>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5% 감쇠비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1) 전이주기(절점주기)

<해설표2.2.5>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분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전이주기(sec)

  

수 평 2.8 0.06 0.3 3

(2) 감쇠비(,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보다 작은 경우에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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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 초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 ≤≤, 초에서  , 에서   
 



이며 그 사

이는 직선보간

- ≤ ,   
 



(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

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 2017]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5%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정

계수를 갖는다.

(2)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다.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

할 수 있다.

(1)인공합성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의 포락함수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은 <해설그림 2.2.5> 및

<해설표 2.2.6>과 같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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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해설그림 2.2.5>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해설표 2.2.6>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 10.5 

6.0이상-6.5미만 1 7 9 

5.5이상-6.0미만 1 5.5 8.0 

5.0이상-5.5미만 1 5 7.5 

강진동지속시간()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강진동지속시간의 푸리에 변환이다.

다) <해설그림 2.2.5>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은 가속

도시간이력의 누적에너지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누적 에너

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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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기서, 는 지반가속도시간이력이다.

라)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

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마)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

균은 0.04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시간이력 생성을 위해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파워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수정 Kanai-Tajimi 모델로 정해지는 파워스펙트럼 형상을 사용할 수 있다.

진동수(Hz)

<해설그림 2.2.6> 수정 Kanai-Tajimi 모델의 형상

<해설표 2.2.7> 수정 Kanai-Tajimi 모델 파라미터 (제곱평균제곱근 가속도 0.5g)

수정 Kanai-Tajimi
파라미터     

값 0.35 m
2
/s

3
25.02 rad/s 1.00 5.63 rad/s 0.64

        
  

 



 











×
 

 



  





아) 제곱평균제곱근(RMS; Root Mean Square) 지반가속도가 0.5g가 아닌 경우에는

목표 파워스펙트럼밀도를 제곱평균제곱근 지반가속도의 제곱으로 눈금을 바꾸어야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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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한다.

(2) 실지진기록을 활용한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가)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S1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

된,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지진기록은 S1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Spectral Matching)하는 것을 추천

한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dominant period)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2. 토사지반 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가. 토사지반인 S2, S3, S4, S5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

폭비율을 의미하는 ‘지반증폭계수(Fa, Fv)’로부터 <해설그림 2.2.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해설그림 2.2.7>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5% 감쇠비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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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형 흙댐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되어있어 균일형 흙댐에 대해 검토

하는 경우 설계진도는 20% 크게 한다.

지진구역 Ⅱ에 위치한 다목적댐 및 동역학적 검토가 필요한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댐은 지진구역 Ⅰ의 구역계수를 채택한다. 산출된 설계진도가

0.1g 이하이면 0.1g 를 설계진도로 취한다.

극대지진에 대한 동해석시 내진 Ⅰ등급 댐 및 내진 특등급 댐에 대해 위

험도계수를 각각 1.4 및 2.0으로 취한다. 이때, 산출된 진도가 0.14g 이하이

면 0.14g를 검토 진도로 취한다.

2.2.6 댐형식의 고려

2.2.7 예외 조항

균일형 흙댐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되어있어 균일형 흙댐에 대해 검토

하는 경우 설계진도(지진계수)는 20% 크게 한다.

지진구역 Ⅱ에 위치한 다목적댐 및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댐은 지진

구역 Ⅰ의 구역계수를 채택한다. 산출된 설계진도가 0.1g 이하이면 0.1g를

설계진도로 취한다.

(1)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

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5% 감쇠비에 대한 S2∼S5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

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

기를 갖는다.

(2)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

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다. S2∼S5 지반의 경우 <해설그림 2.2.7>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라. S6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마.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

석을 통해 결정한다.

2.2.7 댐형식의 고려

2.2.8 예외 조항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한 해설

[수정] 문구추가

[삭제]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불필요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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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동해석을 위한 입력지진으로서의 가속도 시간이력으로는 평가 댐 대상

부지나 지진발생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지역에서 계측된 가

속도 시간이력 또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해석 시에 사용한

다.

1.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의 선정 및 수정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의 입력 지진 기록에 활용

할 수 있는 실제 기록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실제 지진 기록은 여러 연

구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시 입력되는 가속도 시간 이력은 기반암에 작용하므로 입력 지진 기록

은 기반암에서 계측된 지진 기록이나 토사에서 계측된 기록을 기반암에서

의 가속도 시간 이력으로 수정한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지진은 그 이력에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

성분은 시설물에 지진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지반 및 시설물의 공진 특성

에 따른 다양한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세 해석을 위해 활용되는

실제 지진 기록은 되도록 다양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즉 장주기

와 단주기 성분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실

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선정하여 활용하거나, 단주기 및 장주기의 성분이

우세한 실제 이력을 각각 선정하여 두 기록 모두를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본 요령에서는 지진기록 선정시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사용

되는 규모 6.5의 실제지진기록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진 발생시 시설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의 강도, 주파수 특성, 그리고 지속시간이다.

여기서 진동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가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따

라서 선정된 실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상세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

제 기록의 최대 가속도 크기를 댐 시설물의 대상 부지 기반암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

2.2.8 동해석을 위한 가속도 시간이력의 결정 <삭제> [삭제]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불필요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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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의 주요 요소

2.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생성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 해석을 위하여 부지 여건이 상

이한 다른 지역의 실제 지진 기록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은 제한성을 포함

하고 있다. 즉 댐 시설물의 대상 부지 및 유사한 부지의 지진 기록이 아닌

경우, 대상 부지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을 생

성하여 상세 해석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공 지진 기록은 지역적인 표준 설계 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해야 하며,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 및 대상지역 기반암에서의 최대 지반 가속도를 만

족시켜야 한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현재 다양한 인

공 지진 생성 코드가 제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공개 프로그램은

SIMQKE, Eqmaker가 있다.

또한, 지반의 최대 가속도와 더불어 지진파의 주요 요소인 주파수 특성,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

요 요소는 독립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에 종속적인 복합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특성을 포함하는 지진파를

[삭제]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불필요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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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속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하며, 0.4Hz 정도까지의 표

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진 지속시간은 10초에서

2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 지속 시간에 상응하는

강진 지속 시간은 6초에서 15초 정도로 생성되어야 한다. 지진파의 주파

수 성분중 높은 주파수 성분인 24Hz 이상은 시설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0.3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성분은 견고한 시설물에 큰 영향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댐 시설물중 콘크리트 댐이 아닌 필댐은 다소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0.3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성분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댐 시설물의 상세 해석을

위한 인공 가속도 시간 이력의 전체 및 강진 지속 시간은 되도록 충분히

길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1) 국내 또는 외국의 지진기록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진의 규모를 고려하

여 다양한 지진기록을 이용하고, 이 때 지진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

합하도록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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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2.2.2 외국 지진기록의 주파수 특성과 우리나라의 설계응답스펙트

럼

(2) 가속도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삭제]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불필요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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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실지진기록과 대상 지역의 지진구역과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한 인공지진을 포함하여 최소 3가지 이상의 기록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단주기, 장주기성분의 인공지진파가 포함되도

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3개의 지진에 의한 해석결과 중 최대응답을 구

조물안전성평가에 사용한다.

댐은 지진, 홍수 등에 의한 붕괴시 하류하천의 인명 및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댐지점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력인 가능최대지

진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아야 하고(저수기능) 지진후 댐체 등의 이상

징후 시 신속방류가 가능(비상대처기능)해야 한다. 또한 발생된 손상의 보

수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홍수시에도 수문의 작

동성 등(홍수방어기능)이 확보되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댐은 가능최대지진하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 및 “홍수방어기능”이 확보되야 하며 이들 기능

은 가능최대지진후 즉시 발휘되야 한다.

한편, 댐은 지진 후 상수원, 발전원 등으로서의 기능(용수활용기능)도 발

휘해야 하는데 다목적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내진특등급댐)은 가능최

대지진후에 즉각적인 “용수활용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외국의

지진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도시지역의 화재, 전염병 등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밀집화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최대의 지진이 발생되더라도 중요한 댐은 상수원 및 발전원으로서의 기능

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타 댐(내진1등급 댐)은 “용수활용기능”을 장기복구 후 확보할 수 있으

며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가능최대지진 후 즉시 발휘 또는 단기복구 후

발휘하도록 댐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2.2.9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댐이 지진 중 및 지진 후 발휘해야 할 성

능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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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댐이 발휘해야 할 성능

댐의 기능 내진특등급댐 내진1등급댐

안전기능

저수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비상대처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홍수방어 즉각 기능발휘 즉각 기능발휘

편익기능 용수활용 즉각 기능발휘 장기 기능발휘

댐이 “저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 중 댐체, 여수로 구조물, 수문

등 붕괴시 하류로의 통제 불가능한 방류가 발생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 붕

괴방지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진 후 지진에 의해 발생한 댐체 등의

손상에 가해지는 저수지 물의 작용으로 인한 지체된 파괴에 저항하는 붕괴

방지성능도 확보해야 한다.

댐이 “비상대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후 여수로 수문의 작동성

과 취수탑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하며 “홍수방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후 여수로 수문의 작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댐이 “용수활용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 후 취수탑, 용수로,

발전소 등이 작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상기의 개념에 근거하여 가능최대지진작용시 내진성능수준별 댐의 구분

및 각 댐 시설물들이 발휘해야 하는 내진성능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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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가능최대지진 작용 시 내진성능수준별 댐의 구분 및 발휘

내진성능수준

빈도

지진력

기능수행

(즉시)

즉시복구

(2달 이내)

장기복구

(2년 이내)

붕괴방지

(복구불가)

4,800년**

내진특등급댐

(안전 및 편익기능 즉시 

확보)

-

내진1등급댐
*

(안전기능 즉시 

확보, 편익기능 

복구후 확보)

-

댐체

여수로 : 구조물, 수문, 권

양기 및 조작반, 공도교

/권양교

취수탑 : 구조물, 수문, 권

양기 및 조작반, 관리교

용수로 : 유입 및 유출구

조물, 터널, 수압철관

발전소 : 본체, 건축물, 기

계설비 및 조작반

비상발전기

-

취수탑 : 수문, 권양

기 및 조작반, 관

리교

용수로 : 유입 및 

유출구조물, 터

널, 수압철관

발전소 : 본체, 건축

물, 기계설비 및 

조작반

-

* 댐체, 여수로 및 취수탑구조물, 비상발전기는 기능수행수준의 성능필요

**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10,000년 빈도 지진력 선택가능

해설

댐에 있는 많은 시설들에 대해 가능최대지진력 작용 시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정기준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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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8> 댐 시설별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정기준 예

시설 구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예

콘크리트 댐체 저수기능

댐체 저면을 상하류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발생 여부

발생된 균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발생여부

필 댐체 저수기능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활동 영구 변형량 

발생여부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여수로 구조물 저수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항복변형이내

철근변형이 파단 변형치 이내※

전단력이 전단내하력이내
잔류변위가 수문작동 가능량 이내 여부

지진중 변위로 수문과의 충돌가능성 여부

여수로 수문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강재변형이 허용변형치 이내
(주요부재 항복변형 2배 이내, 보조부재 

10배 이내)
고정부의 발생력이 허용치이내

여수로 권양기 
및 조작반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여수로 
공도교/권양교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중 소성변형에 따른 낙교가능성
피어와 충돌가능성

비상발전기 비상대처기능
홍수방어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 일본의 妙見堰은 新潟県中越 지진시 전 피어에 댐축방향 지진력에 의한 균열 등 손

상이 발생하였는데 철근이 노출되거나 파단될 정도의 손상을 입지 않은 피어에서는 수

문의 조작에 지장이 없었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에 따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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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2.2.8> 댐 시설별 요구되는 성능과 성능의 판정기준 예(계속)

시설 구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예

취수탑 구조물 비상대처기능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이내

철근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전단력이 전단내하력이내

잔류변위가 수문작동 가능량 이내 여부

취수탑 수문 용수활용기능

강재변형이 허용변형치 이내
(주요부재 항복변형 2배 이내, 보조부재 

10배 이내)
고정부의 발생력이 허용치이내

취수탑 권양기 
및 조작반 용수활용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취수탑 관리교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지진중 소성변형에 따른 낙교가능성, 피어 
또는 취수탑과 충돌가능성

용수로 
유입 및 유출 

구조물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압축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이내

철근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용수로 터널 용수활용기능

라이닝 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콘크리트압축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이내

철근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용수로 수압철관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철관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발전소 본체 용수활용기능
전도, 활동 등의 발생여부

콘크리트응력이 허용강도 이내
콘크리트댐체 변형기준 준용

발전소 건축물 용수활용기능

건축구조기준 준용
콘크리트압축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이내

철근변형이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치 이내

발전소 기계설비 
및 조작반 등 용수활용기능 지진력이 앵커내하력 이내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에 따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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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할 경우, 지반가속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

생확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한다.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 사용목표수명

·· = 평가설계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 × 평가설계수명 식 (2.1)

지진의 년평균발생확률은 평균재현주기의 역수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요령에서는 사용목표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과 평가설계수명기간 중의

지진발생확률이 같다고 가정하여 사용목표수명에 따른 지반가속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이와같은 가정은 그 타당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2.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I)를 구하고, 이

를 지진구역계수에 적용하여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반가

속도계수를 산정한다.

식 (2.1)로부터 사용목표수명기간의 년평균발생확률을 산정하고 이의 역

수를 취하여 재현주기를 구한다. 산정된 재현주기에 대한 지진위험도계수

2.2.9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한 지진위험도

<해설그림 2.2.8> 댐 파괴에 따른 하류로의 통제불가능한 방류

<삭제>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능최대지진시 내진성능 상

세규정에 따른 해설

[삭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

관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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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진설계기준연구에 제시된 재현주기별 지진위험도계수 값을 기준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8과 같다.

댐과 같이 반영구적인 구조물의 경우는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가

1/2 이상이 되어야하므로 표 2.2.8에서 보듯이 지진위험도계수는 설계당시

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진등급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1/2 이상 1/2 ～ 1/4 1/4 이하

특등급 1.40 1.05 0.79

I등급 1.00 0.75 0.57

표 2.2.8 사용목표수명/평가설계수명 비에 따른 지진위험도계수 (I)

댐의 내진성능 평가는 그림 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평가, 상세 1단

계 평가, 상세 2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하위평가단계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상위평가단계로 갈수록 고등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평

가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였다. 이때, 대형 댐의 파괴시 발생되는 피

해가 여타 구조물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대상 1종 댐들은 상세1단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상세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극대지진에 대한 댐의 내진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해설

설계 홍수량의 증가 등으로 기존 댐의 월류에 대비하여 마루부를 증축하는 경우

마루부의 하중 증가가 내진성능에 불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보강 전에 마루부

의 하중을 감안한 내진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댐의 내진성능 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 1단계 평가, 상세 2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정역학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2단계 평가에

서는 동적해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대형 댐의 경우, 지진 중 파괴 시

및 지진 후 기능 미발휘 시 발생되는 피해가 여타 구조물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1단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2단계 평가를 실시함이 추천된

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들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내진특등급 댐은 지

진 후 기능수행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내진1등급 댐은 장기복구성능을 확

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절차

해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댐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내진특등급 댐은 “안전기능” 및

“편익기능”이 즉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내진1등급 댐은 “안전기능”은 즉각적으

로, “편익기능”은 장기보수 후 발휘되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댐의 경우 가능한 1

[삭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항(사용목표수명

관련) 삭제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 및 문구조정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정 및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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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결정

댐의 내진성능 평가 필요

예비평가

상세 1단계평가

상세 2단계평가

불만족

필요

·영향도, 취약도에 의해 내진성능 평가 우선순위 결정

·액상화 간편 검토 기준만족여부

·필댐에 대한 사면·안전율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간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액상화 상세해석 안전율 기준만족여부

·필댐 활동변형량의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상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대책 수립 (보강공사)

평가 결과 종합

불만족

만족

만족

그림 2.3.1 댐 내진성능 평가절차의 흐름도

단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댐

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 것이다. 단, 관리주체가 원하면 1단계 평가

를 생략하고 2단계 평가만을 실시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우선순위결정

댐의 내진성능 평가 필요

예비평가

상세 1단계평가

상세 2단계평가

불만족

필요

·영향도, 취약도에 의해 내진성능 평가 우선순위 결정

·액상화 간편 검토 기준만족여부

·필댐에 대한 사면·안전율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간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액상화 상세해석 안전율 기준만족여부

·필댐 활동변형량의 기준만족여부

·콘크리트 댐 상세 해석결과의 기준만족여부

대책 수립 (보강공사)

평가 결과 종합

불만족

만족

만족

<해설그림 2.3.1> 댐 내진성능 평가절차의 흐름도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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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시 예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

라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의 직접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

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 보강이력 및 상태, 구조물의 현재 여건, 구조

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구조물 이름, 위치, 관리주체 등을 조사한다.

(2) 구조물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관련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도서 조사

(1) 구조물의 구조형식 및 제원, 각 부재의 제원 및 재료 특성 등을 조

사한다.

(2) 구조물의 제원, 평면도, 종 횡단면도, 지반지질도, 상세도 등을 조사한다.

제 3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기존 댐 시설물들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가 시급한 구조물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2 자료조사 및 정리

3.2.1 자료조사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댐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시 예비평가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

니라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자료조사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의 직접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

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 보강이력 및 상태, 구조물의 현재 여건, 구조

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가. 일반사항 조사

(1) 구조물 이름, 위치, 관리주체 등을 조사한다.

(2) 구조물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을 조사한다.

(3) 준공년도, 관련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나. 설계도서 조사

(1) 구조물의 구조형식 및 제원, 각 부재의 제원 및 재료 특성 등을 조사

한다.

(2) 구조물의 제원, 평면도, 종 횡단면도, 지반지질도, 상세도 등을 조사한다.

제 3 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3.1 일반사항

해설

기존 댐 시설물들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예비평가를 먼저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가 시급한 구조물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자료조사 및 정리

3.2.1 자료조사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36 -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3) 시설물의 설계 당시의 내진설계 관련 도서를 조사한다.

(4) 보수 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구조물의 현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 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한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 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 보강 계획 등을 조사한다.

3.3 평가기준

1. 내진성능 예비평가시 기존 댐 시설의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

룹화한다.

가. 취약도(Vulnerability) :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상

에 의해 결정한다.

나. 영향도(Impact) : 시설물의 내진등급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

능 평가를 수행한다.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관찰시설”, "유보시설

“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

시시기를 결정한다.

4.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설계 당시의 내진설계 관련 도서를 조사한다.

(4) 보수 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을 조사한다.

다. 현장조사

(1) 구조물의 현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한다.

(2) 중요 연결시설물,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한다.

라. 환경조사

(1) 재료 및 제원의 특성 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조사한다.

(2) 지진 외적인 보수 보강 계획 등을 조사한다.

1. 내진성능 예비평가시 기존 댐 시설의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 그

룹화한다.

가. 취약도(Vulnerability) :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상

에 의해 결정한다.

나. 영향도(Impact) : 시설물의 내진등급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

능 평가를 수행한다. 내진보강 “핵심시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관찰시설”, "유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 실시시

기를 결정한다.

4. 정책적 판단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그룹을 조정

할 수 있다.

3.3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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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조물의 내진그룹화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화하

여 수행된다. 이러한 정량화는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요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의 참여계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가 공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하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안된 취약도 및 영향도는

향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면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으로

내진그룹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3.4 평가방법

3.4.1 취약도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상 등을 고려하여 취약도로

나타낸다.

해설

필댐이 중력식댐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댐중에서도 균일형 필댐

이 여타 형태의 필댐보다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도를 결정한다.

3.4.2 영향도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댐 파괴시 하류측의 피해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해설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

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류하천측의 피해영향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데, 여기에서는 ‘댐 설계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댐시설물의 내진등급이 이와 같

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용한다.

댐체의 종류, 구성재료의 특성, 기하학적인 형상 등을 고려하여 취약도로

나타낸다.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댐 파괴시 하류측의 피해영향 가능성, 댐 기능마비

시 도시기능마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해설

구조물의 내진그룹화는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화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정량화는 수많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요인자를 도출하고 각

인자의 참여계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가 공학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안된 취약도 및 영향도는 향

후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면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판단으로 내

진그룹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3.4 평가방법

3.4.1 취약도

해설

필댐이 중력식댐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댐 중에서도 균일형 필댐

이 여타 형태의 필댐보다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댐체의 높이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도를 결정한다.

3.4.2 영향도

해설

댐시설물의 영향도는 지진으로 인해 붕괴 또는 기능마비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

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하류하천측 및 수혜지역의 피해영

향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댐 설계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댐

시설물의 내진등급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

용한다.

[수정] 문구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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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성능 상세평가는 1 단계 및 2단계로 구성되며 현장 조사, 실내 시

험, 내진 해석의 순서로 나누어 수행 한다.

내진 성능 상세평가 1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3.4.3 내진그룹화

기존 댐시설물의 내진그룹은 취약도와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성능 “핵

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의 4개 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영향도 평가)

내진 특등급?
(취약도 평가)

댐체형태

(취약도 평가)

높이 15m
(취약도 평가)

균일형댐
이상

이하

No

Yes

Yes

No

필댐

중력식댐

내진성능

핵심시설

내진성능

중요시설

내진성능

관찰시설

내진성능

유보시설

<그림 3.4.1> 기존 댐의 내진그룹

제 4 장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댐체에 대한 내진 성능 상세평가는 1 단계 및 2단계로 구성되며 현장 조

사, 실내 시험, 내진 해석의 순서로 나누어 수행 한다.

내진 성능 상세평가 1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3.4.3 내진그룹화

기존 댐시설물의 내진그룹은 취약도와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성능 “핵

심시설”, “중요시설”, “관찰시설”, “유보시설”의 4개 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영향도 평가)

내진 특등급?
(취약도 평가)

댐체형태

(취약도 평가)
높이 15m

(취약도 평가)

균일형댐
이상

이하

No

Yes

Yes

No

필댐

중력식댐

내진성능

핵심시설
내진성능

중요시설
내진성능

관찰시설
내진성능

유보시설

<그림 3.4.1> 기존 댐의 내진그룹

제 4 장 댐체 내진성능 상세평가

4.1 일반사항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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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기초 지반과 제체에 대한 

현장시험

1단계 실내시험

액상화 간편 검토

필 댐 콘크리트 댐

사면 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수행 필요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실시

평가 완료

없다

있다

그림 4.1.1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흐름도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결과, 내진성능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왔을 경우

에 내진성능 평가 2단계에서 정밀 해석을 수행하며, 현장 정밀 조사, 실내

시험, 상세 해석의 순서로 수행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기초 지반과 제체에 대한 
현장시험

1단계 실내시험

액상화 간편 검토

필 댐 콘크리트 댐

사면 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수행 필요

내진 성능 평가 2단계

실시

평가 완료

없다

있다

<그림 4.1.1>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흐름도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수행결과, 내진성능이 불안전한 것으로 나왔을

경우에 내진성능 평가 2단계에서 정밀 해석을 수행하며, 현장 정밀 조사,

실내 시험, 상세 해석의 순서로 수행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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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내 실험

액상화 상세 해석

2단계 댐체 안정해석

예 아니오

평가 거동 한계 만족

평가 완료 보수 및 보강 대책 마련

현장 정밀 조사

및 소성변형해석

만족 여부

그림 4.1.2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 흐름도

해설

상세 1단계 : 현장 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실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체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한다.

제체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획득을 위하여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 결과와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수행한다. 간편 해석시 크게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와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평가 2단계 실시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 2단계 : 현장 정밀 조사 시에는 시추조사, SPT 및 CPT, 크로스홀 및 다운홀

시험 등을 통하여 시료의 채취와 함께 동적 전단탄성계수 등의 물성을 수집한다.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하여 흙의 동적

물성 및 콘크리트의 정밀한 물성을 확보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세 해석을 수

행한다. 상세 해석시에는 형식별로 필댐과 콘크리트댐으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

도록 하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상의 상세 해석 결과

2단계 실내 실험

액상화 상세 해석

2단계 댐체 안정해석

예 아니오

평가 거동 한계 만족

평가 완료 보수 및 보강 대책 마련

현장 정밀 조사

및 소성변형해석

만족 여부

<그림 4.1.2> 내진성능 상세평가 2단계 흐름도

해설

상세 1단계 : 현장 조사는 육안 조사, 현장 시험 등을 이용하여 댐의 현재 상태

를 파악하고 실내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체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한다. 제

체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획득을 위하여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조사 결과와 실내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수행한다. 간편 해석시 크게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와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 평가 2단계 실시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 2단계 : 현장 정밀 조사 시에는 시추조사, SPT 및 CPT, 크로스홀 및 다운

홀 시험 등을 통하여 시료의 채취와 함께 동적 전단탄성계수 등의 물성을 수집한

다.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하여 흙의

동적 물성 및 콘크리트의 정밀한 소성물성을 확보하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세

해석을 수행한다. 상세 해석시에는 형식별로 필댐과 콘크리트댐으로 나누어 해석

을 수행하도록 하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상의 상세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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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는 댐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자와 지반공학자 및 구조공학자

에 의해 실시한다. 현장 조사는 댐의 실내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와 재료의

현장 물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은 댐

의 형식과 결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적용 시험 방법은 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1단계에서

는 제체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을 통해 제체 구성 재료에 대한 강도와 층상구조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간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1. 필댐 :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필댐의 안정 해석에 요구되는 제체 재료

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댐체에서 보링 시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

수층, 필터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보링을 실시하되, 보링은 댐

체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소한의 수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링시

SPT실험, 공내투수시험, 공내강도시험 등 현장실험을 실시하며, 지하수위

를 관측하고,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에 사용한다. 현장여건상 보링조사가

어려우면 설계자료 등 문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구조 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댐 콘크리트의 강도와 품질관

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댐의 내진성능을 평가 한다.

4.2 상세 1단계 평가

4.2.1 1단계 현장 조사 및 시험

4.2.2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

현장 조사는 댐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자와 지반공학자 및 구조공학자

에 의해 실시한다. 현장 조사는 댐의 실내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와 재료의

현장 물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은 댐

의 형식과 결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적용 시험 방법은 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 1단계에서

는 제체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험을 수행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을 통해 제체 구성 재료에 대한 강도와 층상구조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간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1. 필댐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필댐의 안정 해석에 요구되는 제체 재료

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댐체에서 보링 시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

수층, 필터층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보링을 실시하되, 보링은 댐

체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소한의 수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링 시

SPT실험, 공내투수시험, 공내강도시험 등 현장실험을 실시하며, 지하수위

를 관측하고,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에 사용한다. 현장여건상 보링조사가

어려우면 설계자료 등 문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내진성능 평가 1단계 수행 시 구조 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며 댐 콘크리트의 강도와 물성결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댐의 내진성능을 평가 한다.

4.2 상세 1단계 평가

4.2.1 1단계 현장 조사 및 시험

4.2.2 제체에 대한 현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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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획득하여야 한다.

가. 반발경도시험

나. 초음파 탐사

다. 비파괴 탄성파 시험

해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중 비파괴 탄성파 시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구조 해석에 요구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 또는 콘크리트댐 제체에서 채취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의 거동을 신뢰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 방법도 정확하여야 하지만,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도 신뢰성 있게 추정되어야 한다. 지진하중에 대

한 댐 거동의 해석에 필요한 물성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단

위중량, 재료 감쇠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물성은 정적인 방법과 동

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정적인 방법은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파괴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적인 방법은 탄성파의 전파 특성을 이용하는 비파괴 실

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적인 방법인 콘크리트 파괴실험은 비교적 큰 변형률에서

의 물성을 측정하며, 동적인 방법인 비파괴 탄성파 실험은 낮은 변형률에서 물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진하중으로 콘크리트 댐 제체 내에 유발하는 변형률의 크기를

고려하면, 정적인 방법보다는 비파괴 탄성파 시험으로 구한 콘크리트 물성이 더 적

합하다.

콘크리트 댐 제체의 물성 평가는 댐 제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파괴적으로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탄성파를 이용하는 비파괴 실험이 댐 내진성능 평가

를 위한 실험으로 보다 더 적합하다. 그러나, 댐의 특성상 콘크리트 물성을 평가하

기 위한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콘크리트 코아 채취는 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러한 경

우는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파괴 탄성파 시험보다는 채취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도 가능하다.

(2)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 기법(Impact Echo 기법), SASW기법 등을

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코어링 등을 통해 획득하여야 한다. 댐의 전체적인 물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면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보링을 실시하여 댐 콘

크리트의 존별 현장실험을 실시하고 채취한 시료를 실내시험에 사용한다. 현장

여건상 보링조사가 어려우면 설계자료 등 문헌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지진하중에 대한 댐 거동의 해석에 필요한 물성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

성계수, 포아송비, 단위중량, 재료 감쇠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물성

은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정적인 방법은 콘크리

트 공시체에 대한 파괴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적인 방법은 탄성파의 전파 특

성을 이용하는 비파괴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으로는 콘크리트 재료의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 기법(Impact Echo 기법), SASW기법 등을

[추가]

불필요문구 삭제 및 조사방법 추

가

[수정]

중복적인 문구 및 불필요문구 삭

제

[수정]

중복적인 문구 및 불필요문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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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및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

를, SASW 기법으로는 콘크리트 매질 표면 및 내부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탄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충격반향 기법은 탄성파의 전파가 불연속면에서 다중반사(multiple reflection)를

일으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매질의 탄성파 속도 또는 불연속면 까지의 두께 등

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주로 명확한 반사면이 존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된다. 콘크리트댐의 경우에 있어서도 콘크리트 댐 내부의 검사랑(gallery)이나

콘크리트댐 하류측 표면에서 충격반향 기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재료의

평균 P파 속도의 측정이나 댐 내부의 공극 또는 균열 등을 조사하는데 충격반향 기

법을 활용할 수 있다.

SASW기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서 수행되며, 깊이별 콘크리트 매질의 S

파 속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SASW시험은 한 지점에서 충

격 또는 진동을 가하고,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충격이나 진동으로 인한 콘

크리트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매질 내부의 S파 속도 및 층상구조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댐 내부의 공극 또는 매질의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콘크리트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비파괴탄성파시험, 또는 실내탄성파 시험을

위한 코어 채취의 위치와 회수는 구조 해석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은 원재료의 품질 및 상태, 기상 조건, 또는 작업원이나 기

계설비의 작업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댐의 각 요소

마다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콘크리트 재료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재료 특성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규모

가 방대한 콘크리트 댐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

로 가급적이면 많은 위치에서 콘크리트 재료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콘크리트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콘크리트 재료 특성의 측정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이 가능한 위치도 한정

되어 있다. 한편,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실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코아의

사용할 수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및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

를, SASW 기법으로는 콘크리트 매질 표면 및 내부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

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탄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

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콘크리트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비파괴탄성파시험, 또는 실내탄성파 시험

을 위한 코어 채취의 위치와 회수는 구조 해석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결

정되어야 한다.

[삭제]

실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삭제

[삭제]

실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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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실내 시험을 통하여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물성

을 파악한다.

1. 필댐

필댐의 경우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서 채취된 시료를 활용하여

댐체의 토성분석과 강도실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

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각각 입도분석, 삼축압축강도시험,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단,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설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코어채취 후 실내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댐 콘크리트의

대표적 강도를 측정하고 실내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여 코아의 물성, 즉,

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유사 정적해석

시 이용한다. 코어의 위치와 횟수는 간편한 구조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한다.

채취는 비교적 용이하므로,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실험이 불가능한 위치에서는 콘크리

트 코아를 채취하고, 채취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하여 실내 탄성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댐 내부의 검사랑 등과 같이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고,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이 불가능한 곳에서

는 콘크리트 코아 채취를 통하여 실내 탄성파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현장 비파괴 탄성파 시험이나 콘크리트 코아 채취를 통한 실내 탄성파 시험은

지진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댐의 거동 해석의 측면에서 콘크리트 댐의 각 요소를 대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치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2.3 간편 실내 시험

해설

가.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은 사용하는 탄성파의 종류에 따라 P파

1단계 실내시험을 통하여 제체의 유사 정적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물성

을 파악한다.

1. 필댐

필댐의 경우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서 채취된 시료를 활용하여

댐체의 토성분석과 강도실험을 실시한다. 불투수층과 투수층, 필터층 등에

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각각 입도분석, 삼축압축강도시험,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단,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엔 설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댐

코어채취 후 실내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댐 콘크리트의

대표적 강도를 측정하고 실내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여 코아의 물성, 즉,

탄성계수, 포아송비, 재료 감쇠비 등을 측정하여 구조물의 유사 정적해석

시 이용한다.

4.2.3 간편 실내 시험

해설

1.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은 사용하는 탄성파의 종류에 따라 P파

[삭제]

실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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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안정성 상세평가 1단계인 간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2단계 상세

해석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2.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 해석

3. 콘크리트댐의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댐 제체 또는 기초가 사질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진시 액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값이 15 이하, 균등계수가 6 이하이면서 동시에 평균입경

(D50)이 0.074∼2.0㎜인 경우에는 지진시 액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댐 제체 또는 기초가 상기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세평가가 필요하다.

속도, S파 속도, 비구속 압축파(Rod 파)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P파, S파, 비

구속 압축파 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내 탄성

파 시험에서 계측 해머(instrumented hammer)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코아에 가해진

탄성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콘크리트 코아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특성을 구

하여, 이로 부터 콘크리트 코아의 재료 감쇠비를 구할 수 있다. 즉, 콘크리트 코아

매질을 통하여 전파된 탄성파의 신호(출력)에 대하여 계측해머로 측정한 가진 탄성

파 신호(입력)의 비를 구함으로써 콘크리트 코아의 전달 함수 특성을 정의할 수 있

는데, 이렇게 정의된 전달함수에 Half-Power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료감쇠비를 측

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코아의 전달 함수 특성도 사용하는 탄성파의 종류에 따라

서 달리 정의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코아의 재료감쇠비도 P파, S파, 비구속 압축파

에 대하여 별도로 측정할 수 있으나, 지진하중의 주성분은 횡방향의 S파 성분이므

로 지진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댐의 거동 해석을 위해서는 S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재료 감쇠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간편 해석

4.2.5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내진 상세평가 1단계인 간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2단계 상세 해석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2.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 해석

3. 콘크리트댐의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댐 제체 또는 기초가 사질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진 시 액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값이 15 이하, 균등계수가 6 이하이면서 동시에 평균입경

(D50)이 0.074∼2.0㎜인 경우에는 지진 시 액상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댐 제체 또는 기초가 상기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세평가가 필요하다.

속도, S파 속도, 비구속 압축파(Rod 파)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P파, S파,

비구속 압축파 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내

탄성파 시험에서 계측 해머(instrumented hammer)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코아에

가해진 탄성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콘크리트 코아의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

특성을 구하여, 이로 부터 콘크리트 코아의 재료 감쇠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지진하중의 주성분은 횡방향의 S파 성분이므로 지진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댐의

거동 해석을 위해서는 S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재료 감쇠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2.4 간편 해석

4.2.5 액상화에 대한 간편 검토

[삭제]

실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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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은 정적하중, 관성력 등을 고려한 유사 정적해석

법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물성치는 현장 조

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필 댐 제체의 사면 안

정성에 대한 간편 해석 결과, 안전율이 댐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값 이하

인 경우 필댐 제체에 관한 내진 성능 평가 2 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에 대한 내진해석을 할 경우에는 표면차

수벽은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는다.

4.2.6 필댐 제체의 사면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해설

1.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크게 유사 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유사 정적해석법은 지진하중 산정이 간편하고 해석 상의 편의성과 같은 장점은

있으나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

고 있다.

유사 정적해석법으로 지진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중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정적하중

나. 관성력

일반적으로 유사 정적해석 개념을 적용한 사면안정해석에는 한계평형이론의 절편법

을 이용하며, 다양한 해석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

므로 이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석시에는 원호활동파괴 뿐만

아니라 블록활동 파괴나 불규칙한 형상의 활동파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파괴

1. 필댐 제체의 사면 안정은 정적하중, 관성력 등을 고려한 유사 정적해석

법을 이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물성치는 현장 조

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필 댐 제체의 사면 안

정성에 대한 간편 해석 결과, 안전율이 댐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값 이하

인 경우 필댐 제체에 관한 내진 성능 평가 2 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에 대한 내진해석을 할 경우에는 표면차

수벽은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가.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指針(案)·同解說(國土交通省, 2005)에서는

미고결된 퇴적층을 기초지반으로 가진 락필댐, 제체다짐이 불충분하던가 액상화가

능성이 있는 사질지반을 가진 토사댐의 경우 액상화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댐의 경우 등에는 상기 조건을 검토하여 액상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2.6 필댐 제체의 사면안정에 대한 간편 해석

해설

1.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크게 유사 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유사 정적해석법은 지진하중 산정이 간편하고 해석 상의 편의성과 같은 장점

은 있으나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없는 한계성

을 갖고 있다.

유사 정적해석법으로 지진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하

중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정적하중

나. 관성력

일반적으로 유사 정적해석 개념을 적용한 사면안정해석에는 한계평형이론의 절편

법을 이용하며, 다양한 해석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간편 해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석 시에는 원호활동파괴

뿐만 아니라 블록활동 파괴나 불규칙한 형상의 활동파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추가]

외국사례 제시로 판단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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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형상을 고려토록 하며, 하중조건은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검토를 실시해

야 한다.

2. 저수로 인해 정상 침투상태의 경우에 저수지 침윤선의 윗부분은 제체재료의 습

윤 단위체적중량()을 사용하고 침윤선 아랫부분은 포화 단위체적중량( )을 사용

한다. 수위급강하시 침윤선의 윗부분은 제체재료의 습윤 단위체적중량( )을 사용

하고 침윤선에서 아랫부분은 포화 단위체적중량()을 사용한다.

3. 사면안정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중 정수압 지진관성력 간극수압

완성직후 ○ × ○ ○

설계홍수위 ○ ○ × ○

상시만수위 ○ ○ ○ ○

중간수위 ○ ○ ○ ○

수위급강하시 ○ ○ ○ ○

주) 1. 중간수위는 상시만수위 이하의 수위로서 사면활동 안전율이 최저인 수위이며 시산으로 산정

2. 수위급강하는 수위가 상시만수위에서 저수위까지 저하하는 경우

3.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4. 제체 완성직후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위급강하시에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1 하중의 조합

4. 사면안정해석시 활동에 대한 최소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활동파괴형상을 고려토록 하며, 하중조건은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검

토를 실시해야 한다.

2. 저수지 침윤선의 윗부분은 제체재료의 습윤 단위체적중량( )을 사용하고 침윤

선 아랫부분은 포화 단위체적중량( )을 사용한다.

3. 사면안정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중 정수압 지진관성력 간극수압

완성 직후 ○ × ○ ○

설계홍수위 ○ ○ × ○

상시만수위 ○ ○ ○ ○

중간수위 ○ ○ ○ ○

수위 급강하 시 ○ ○ ○ ○

주) 1. 중간수위는 상시만수위 이하의 수위로서 사면활동 안전율이 최저인 수위이며 시산으로 산정

2. 수위급강하는 수위가 상시만수위에서 저수위까지 저하하는 경우

3.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4. 제체 완성직후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위급강하시에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1> 하중의 조합

4. 사면안정 해석 시 활동에 대한 최소안전율은 아래와 같다.

[수정]

중복적인 문구 및 불필요문구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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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안정검토 및 발생응력에 대한 검토는 저수

위에 따른 하중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정적하중과 지진시 발생되는

동수압 및 관성력을 고려한 등가 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제체와 지반의 물성은 현장 및 문헌조사

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댐은 댐본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

소, 엘리베이터, 여수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

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

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3. 여수로 권양기 및 현장조작반은 강체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

구

분
제체조건 저수상태 지진

안전율
비 고

상류 하류

1

2

3

4

5

6

완성직후

(간극수압최대)

완성직후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바닥상태

일부저수
1)

설계홍수위

만 수

일부저수
2)

급 강 하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1.3

1.3

1.2

1.2

1.15

1.2

1.3

-

1.2

1.2

-

-

1) 상류측 비탈면의 하부

존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

어 간극압이 발생하지 않

을 경우에 한함.

2) 수위는 보통 댐 높이의

45～50%를 적용하여 계산

함.

해설표 4.2.2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

*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재료의 시험과 안정계산의 정밀도가 불충분하거나 연약지반 위의 댐과 같이 불안정 요

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

4.2.7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1.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안정검토 및 발생응력에 대한 검토는 저수

위에 따른 하중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정적하중과 지진시 발생되는

동수압 및 관성력을 고려한 등가 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해석에 사용할 제체와 지반의 물성은 현장 및 문헌조사

를 통해 얻은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댐은 댐본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

소, 엘리베이터, 여수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

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

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3. 여수로 권양기 및 현장조작반은 강체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

구

분
제체조건 저수상태 지진

안전율
비 고

상류 하류

1

2

3

4

5

6

완성직후

(간극수압최대)

완성직후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

바닥상태

일부저수1)

설계홍수위

만 수

일부저수
2)

급 강 하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1.3

1.3

1.2

1.2

1.15

1.2

1.3

-

1.2

1.2

-

-

1) 상류측 비탈면의 하부

존이 암석 등으로 되어 있

어 간극압이 발생하지 않

을 경우에 한함.

2) 수위는 보통 댐 높이의

45～50%를 적용하여 계산

함.

<해설표 4.2.2>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

* 활동에 대한 최소 안전율은 재료의 시험과 안정계산의 정밀도가 불충분하거나 연약지반 위의 댐과 같이 불안정 요

소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를 적용

4.2.7 콘크리트 댐 제체에 대한 간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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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응력을 검토하며, 관리교는 낙교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4. 댐 제체 콘크리트와 기초 암반면 사이의 전단력에 대한 안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댐과 기초암반과의 접촉면, 기초암반내의 강도 또

는 변형성이 크게 다르게 작용하는 단층 등이 있는 경우, 기초암반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부적인 활동 안전율을 검토하며 어떤 경

우도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  식(4.2)

식에서,  ․  : 전단마찰 안전율(≥ 4)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내부마찰계수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순 전단강도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연직력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수평력

 : 전단저항의 길이

5. 콘크리트 댐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력은 저면의 중앙 1/3내에 있어야

한다. 단, 지진력이 상류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합력의 작용점이 댐

저면 중앙 1/3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하류측 선단에서의

인장응력이 허용인장응력보다 작으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6. 저면에 발생한 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또는 허용압축응력

보다 작아야 한다.

7. 제체에 발생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은 각각 콘크리트의 허용 압축응

력 및 허용 인장응력이하 이어야 한다.

8. 여수로 교각를 검토할 때 상․하류 방향 및 댐축 방향에 대해 각각

앵커의 응력을 검토하며, 관리교는 낙교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수문은 수문자체의 안전성과 문틀, 트리니언 및 앵커리지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한다.

4. 댐 제체 콘크리트와 기초 암반면 사이의 전단력에 대한 안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댐과 기초암반과의 접촉면, 기초암반내의 강도 또

는 변형성이 크게 다르게 작용하는 단층 등이 있는 경우, 기초암반의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부적인 활동 안전율을 검토하며 어떤 경

우도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        

식에서,  ․  : 전단마찰 안전율(≥ 4)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내부마찰계수

 : 댐 제체의 재료 또는 기초암반의 순 전단강도(점착력)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연직력

 : 전단면에 작용하는 전 수평력

 : 전단저항의 길이

5. 콘크리트 댐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력은 저면의 중앙 1/3내에 있어야

한다. 단, 지진력이 상류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합력의 작용점이 댐

저면 중앙 1/3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하류측 선단에서의

인장응력이 허용인장응력보다 작으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6. 저면에 발생한 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또는 콘크리트 허

용압축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7. 제체에 발생한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은 각각 콘크리트의 허용 압축응

력 및 허용 인장응력이하 이어야 한다.

8. 여수로 교각를 검토할 때 상․하류 방향 및 댐축 방향에 대해 각각

[추가]

수문의 검토 부위 명시

[수정] 자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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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여수로 교각 검토시 저수지 수위는

상시만수위(NHWL)인 경우를 적용하고, 수문은 모두 닫혀 있는 것으

로 한다. 이때, 교각이 댐마루 부근에 위치하면 적용진도는 검토진도

의 2배를 취한다. 교각의 발생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할시는 P-M상

관도에 의한 피어의 내하력을 산정하며 발생된 외력이 내하력보다

작아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 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

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발전용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평가시에

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성

이 적은 시설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댐의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 중 정수압
지진시

동수압
빙 압 퇴사압

지진

관성력
양압력

설계홍수위 ○ ○ × × ○ × ○

상시만수위 ○ ○ ○ (○) ○ ○ ○

저 수 위 ○ ○ ○ × × ○ ○

저수지에물이없는

경우
○ × × × × ○ ×

주) 1.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2.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경우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3 콘크리트댐의 하중조합

2. 콘크리트댐의 해석시 고려하는 양압력은 아래와 같다.

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여수로 교각 검토시 저수지 수위는

상시만수위(NHWL)인 경우를 적용하고, 수문은 모두 닫혀 있는 것으

로 한다. 이때, 교각이 댐마루 부근에 위치하면 적용진도는 검토진도

의 2배를 취할 수 있다. 교각의 휨 및 전단내하력을 검토하며 발생된

외력이 내하력보다 작아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 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

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발전용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 평가 시

에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

성이 적은 시설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댐의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아래와 같다.

저수지의 수위상태

설 계 하 중

자 중 정수압
지진시

동수압
빙 압 퇴사압

지진

관성력
양압력

설계홍수위 ○ ○ × × ○ × ○

상시만수위 ○ ○ ○ (○) ○ ○ ○

저 수 위 ○ ○ ○ × × ○ ○

저수지에물이없는

경우
○ × × × × ○ ×

주) 1. 지진의 경우 진도법 채택시 수평방향만 고려

2. 저수지에 물이 없는 경우는 지진력을 1/2만 적용

<해설표 4.2.3> 콘크리트댐의 하중조합

2. 콘크리트댐의 해석시 고려하는 양압력은 아래와 같다.

[수정]

교각의 검토항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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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2.1 간편해석시 작용시키는 양압력

해설그림 4.2.2 동해석시 작용시키는 양압력

3. 실험값이 없는 경우, USBR에서는 순 전단강도로 댐체와 기초암반의 접합면에

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1을, 수평조인트에서는 0.08을 적용하고 있으

며, 내부마찰계수는 1.0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국토성의 경우에는 순 전단강

도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1/7～1/10를 적용하고 있다.

4. 지진력이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평방향 동수압은 댐을 강체로 가정한

Zanger 및 Westergaard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그 상세는 댐설계기준을 참조

한다.

<해설그림 4.2.1> 콘크리트댐 해석시 작용시키는 양압력

3. 실험값이 없는 경우, USBR에서는 순 전단강도(점착력)로 댐체와 기초암반의

접합면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1을, 수평조인트에서는 0.08을 적용하

고 있으며, 내부마찰계수는 1.0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국토성의 경우에는 순

전단강도(점착력)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1/7～1/10를 적용하고 있다.

4. 지진력이 작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평방향 동수압은 댐을 강체로 가정한

Zanger 및 Westergaard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Westergaard의 공식은 아래

에 제시하였으며 Zanger식의 상세는 댐설계기준을 참조한다.

                             



      

[수정]

댐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양압력

적용기준 명시화

[추가]

동수압 적용기준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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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수심 에서의 동수압(Pa)

 : 물의 단위중량(N/m³)

 : 설계지진계수

 : 수면에서 기초지반까지의 수심(m)

 : 수면에서 동수압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H

h

0
.
4
h

Pd

<해설그림 4.2.2> Westergaard식의 기호 설명

Westergaard의 간략식은 수심 로부터 상부의 전 동수압 (=)와 수심 점

으로부터 전 동수압의 작용점까지의 높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estergaard의 간략식은 무한한 수면을 가진 조건에서 적용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하류방향 지진력이 작용 시 댐체 또는 수문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산정 시 작용가

능하다. 하지만 댐축 지진력이 작용 시 피어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유한한 수면을 가

진 경우의 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 상수도내진기준에서 제안한 아래의 식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동수압은 물과 접하는 구조물의 모든 면에서 지진력의

작용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자유수면을 가진 사각수조의 Westergaard의 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수심 z(m)에서 지진 시 동수압 강도 (kN/㎡)

 : 물의 단위중량 (kN/㎥)

[추가]

동수압 적용기준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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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댐 여수로는 댐의 저수통제시설물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대구조물로서 여수로의 내진손상은 하류하천에 댐본체의 붕괴시와 유사

한 영향을 미친다. 여수로의 내진 간편해석은 콘크리트 댐 제체의 간편

해석과 마찬가지로 등가정적해석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여수로는 필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안부의 암반기초 위에 설치되고, 콘크리트 댐 제체의

간편해석에 준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1. 여수로의 내진해석을 위한 지진하중은 양안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요령 2장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5. 상류측 선단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하류측 선단의

인장응력은 콘크리트의 허용인장응력까지 허용된다. 허용인장응력은 허용압축응력

의 10%로 하며,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허용압축응력(압축강도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응력은 정적 허용응력에 비해 30% 증가해도 된다.

4.2.8 필댐 여수로에 대한 간편해석

 : 수평진도

 : 수조의 수심 (m)

 : 수조의 폭과 수심의 비, B/H에 의한 보정계수 (아래 표 참조)

<해설표 4.2.4> 동수압 분포 

B/H β

0.5 0.397

1.0 0.670

1.5 0.835

2.0 0.921

3.0 0.983

4.0 0.996

∞ 1.000 

<해설그림 4.2.3> 동수압 분포도

5. 상류측 선단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하류측 선단의

인장응력은 콘크리트의 허용인장응력까지 허용된다. 허용인장응력은 허용압축응력

의 10%로 하며,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허용압축응력(압축강도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지진 시 허용응력은 평시하중 하 허용응력에 비해 30% 증가해도 된다.

4.2.8 삭제

[추가]

동수압 적용기준 명시화

[수정] 문구조정

[삭제]

여수로편 별도 설정으로 불필요내

용 삭제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54 -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2. 여수로의 안정에 대한 간편해석은 콘크리트 댐제체의 간편해석을 준

용한다. 단, 여수로 양단부의 Abutment구조물에서 댐축방향의 지진작용시

배면토사에 의한 동토압은 Mononobe-Okabe 공식에 의한다.

3. 여수로에 대한 간편 해석을 수행한 결과, 콘크리트 댐제체의 간편해

석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시 여수로에 대한 내진성능 상세평가 2

단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단계 평가시에

실시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획득하는 시료로는 보다 정확한 정적 특성 및 동

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내 시험을 실시하여 액상화 상세 해석 및 동

해석에 필요한 댐 및 기초 지반의 특성을 획득한다. 만일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로부터 동적 물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1. 현장 정밀 조사

2. 실내 시험

3. 기존 자료를 이용한 동적 물성의 추정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참조

필 댐의 제체에 대한 시추조사와 함께 SPT, CPT 및 크로스홀, 다운홀

4.3 상세 2단계 평가

4.3.1 2 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 획득

4.3.2 기초 지반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4.3.3 제체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2 단계 상세 해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단계 평가 시에

실시하였던 조사법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획득하는 시료로는 보다 정확한 정적 특성 및 동

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액상화 상세 해석 및 동

해석에 필요한 댐 및 기초 지반의 특성을 획득한다. 만일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로부터 동적 물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값을 추정하도록 한다.

1. 현장 정밀 조사

2. 실내 시험

3. 기존 문헌 자료를 이용한 동적 물성의 추정

‘기존시설물(기초 및 지반)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참조

필 댐의 제체에 대한 시추조사와 함께 SPT, CPT 및 크로스홀, 다운홀

4.3 상세 2단계 평가

4.3.1 2 단계 상세해석을 위한 자료 획득

4.3.2 기초 지반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4.3.3 제체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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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내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평가 2 단계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

하도록 한다. 만일 현장 시험으로 인해 제체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등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파괴 탄성파시험 결과와 기

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의 경우 평가 1 단계에서 실시한 코아 채취와 탄성파 시험

을 통해 얻은 자료가 상세 해석에 부족하면 추가적인 코아 채취와 현장

탄성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시추조사

2. SPT

3. CPT

4. 크로스홀 시험

5. 다운홀 시험

6. 콘크리트 코아 채취

7. 콘크리트 탄성파 시험

1부터 6까지의 현장 정밀 조사 방법은 제체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댐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험

이다. 그러므로 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실시하

도록 한다.

비파괴 시험은 댐 제체를 대상으로 손상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접근성과 주변 여건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시험 전

문가의 사전 시험 위치 및 기법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 획득 및 활

용이 가능하다.

해설

비파괴시험으로는 비파괴탄성파시험이 있다. 비파괴탄성파시험으로는 영탄성계수,

포아송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Impact Echo)기법,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기법,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등 공내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평가 2 단계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

하도록 한다. 만일 현장 시험으로 인해 제체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등의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파괴 탄성파시험 결과와 기

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의 경우 평가 1 단계에서 실시한 코아 채취와 탄성파 시험

을 통해 얻은 자료가 상세 해석에 부족하면 추가적인 코아 채취와 현장

탄성파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시추조사

2. SPT

3. CPT

4. 크로스홀 시험

5. 다운홀 시험

6. 콘크리트 코아 채취

7. 콘크리트 탄성파 시험

1부터 6까지의 현장 정밀 조사 방법은 제체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댐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체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시험

이다. 그러므로 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비파괴 시험은 댐 제체를 대상으로 손상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접근성과 주변 여건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파괴 시험 전문

가의 사전 시험 위치 및 기법의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 획득 및 활용

이 가능하다.

해설

비파괴시험으로는 비파괴탄성파시험이 있다. 비파괴탄성파시험으로는 영탄성계

수, 포아송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충격반향(Impact Echo)기법,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기법,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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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HWAW(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기법 등이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또는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를, SASW기법으로는

매질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탄

성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비파괴 탄성파 시험의 한 종류인 충격반향 기법은 탄성파의 전파가 불연속면에서

다중반사(multiple reflection)를 일으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매질의 탄성파 속

도 또는 불연속면까지의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주로 명확한 반사

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다른 탄성파 시험인 SASW시험은 지표면에서 비파괴 및 비관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면파 기법이다. SASW시험은 지표면의 비교적 긴 시험 측선의 한 지

점에서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고 일정 거리가 이격된 위치에서 지반의 진동을 측

정함으로써 지반 매질 내부의 S파 속도 및 층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제체의 동적 특성 자료로서 심도에 따른 S파 속도 분

포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지진동 전파 매질의 종류 및

층상 구성의 불연속성에 관계없이 진동원의 종류에 따라 깊은 심도까지 S파 속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체의 포아송비와 동적 물성의 변형률에 따른 변화 양

상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현장 및 실내 시험이 수반되

어야 한다. MASW시험은 SASW시험이 확장된 형태로 전단파속도에 대한 2차원

적인 분포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WAW기법은 잡음이 상대적으로 심한 조건하에서도 슬러지 햄머와 같은 간편한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제체에 별다른 손상없이 시험을 수행하고 댐 제체에 대한 거동

및 내진성능 평가의 기본적인 물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은 그 적용성에 있어서 제한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제

체에 대한 직접적인 시추 및 코어링 없이 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시험 수행의 방

법론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장비 및 경험이 요구되며, 시험 결과의 해석론적인 측

면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경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성으로 인해 시험

수행자 및 해석자에 따라 제체 특성의 취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진

및 지반공학자, 댐 관리자 그리고 비파괴 시험 전문가의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

하에 철저한 사전 준비, 시험 수행 그리고 결과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반의 전단탄성계수는 원위치 시험에서 측정된 탄성파속도로부터 다음 식을 사

기법, HWAW(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기법 등이 있다. 충격반향

기법으로는 P파의 속도 또는 탄성파의 반사면까지의 깊이를, SASW기법으로는

매질의 S파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두 탄성

파 속도의 관계식으로부터 포아송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비파괴 탄성파 시험의 한 종류인 충격반향 기법은 탄성파의 전파가 불연속면에서

다중반사(multiple reflection)를 일으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 매질의 탄성파 속

도 또는 불연속면까지의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주로 명확한 반사

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다른 탄성파 시험인 SASW시험은 지표면의 비교적 긴 시험 측선의 한 지점에

서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고 일정 거리가 이격된 위치에서 지반의 진동을 측정함

으로써 지반 매질 내부의 S파 속도 및 층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댐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제체의 동적 특성 자료로서 심도에 따른 S파 속도 분포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지진동 전파 매질의 종류 및 층상

구성의 불연속성에 관계없이 진동원의 종류에 따라 깊은 심도까지 S파 속도 파악

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체의 포아송비와 동적 물성의 변형률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현장 및 실내 시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MASW시험은 SASW시험이 확장된 형태로 전단파속도에 대한 2차원적인

분포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WAW기법은 잡음이 상대적으로 심한 조건하에서도 슬러지 햄머와 같은 간편한

시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제체에 별다른 손상없이 시험을 수행하고 댐 제체에 대한 거동

및 내진성능 평가의 기본적인 물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은 그 적용성에 있어서 제한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제

체에 대한 직접적인 시추 및 코어링 없이 시험을 수행함에 따라 시험 수행의 방

법론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장비 및 경험이 요구되며, 시험 결과의 해석론적인 측

면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및 경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성으로 인해 시험

수행자 및 해석자에 따라 제체 특성의 취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진

및 지반공학자, 댐 관리자 그리고 비파괴 시험 전문가의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

하에 철저한 사전 준비, 시험 수행 그리고 결과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반의 전단탄성계수는 원위치 시험에서 측정된 탄성파속도로부터 다음 식을 사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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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추가 실내 시험을 통해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

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여 지진시의 거동을 판단할 수 있다.

1. 공진주 시험

2. 삼축압축 시험

3. 진동 삼축압축 시험

4. 암석시료에 대한 삼축압축 시험

5. 암석시료에 대한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ρ
  

γ

 해설식(4.3)

    ν 해설식(4.4)

ν 






 



 






 



 

해설식(4.5)

여기서, Vp = 종파속도 (m/s)

Vs = 횡파속도 (m/s)

G = 전단탄성계수 (kN/m
2
)

E = 영율 (kN/m
2
)

ν = 포아슨비

ρ = 밀도 (t/m
3
)

γt = 단위체적중량 (kN/m3)

g = 중력가속도 (m/s2)

4.3.4 정밀 실내 시험

해설

시추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하여 공진주 시험과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

추가 실내 시험을 통해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

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여 지진시의 거동을 판단할 수 있다.

1. 공진주 시험

2. 삼축압축 시험

3. 진동 삼축압축 시험

4. 암석시료에 대한 삼축압축 시험

5. 암석시료에 대한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Vp = 종파속도 (m/s)

Vs = 횡파속도 (m/s)

G = 전단탄성계수 (kN/m
2)

E = 영율 (kN/m2)

ν = 포아슨비

ρ = 밀도 (t/m3)

γt = 단위체적중량 (kN/m
3
)

g = 중력가속도 (m/s
2)

4.3.4 정밀 실내 시험

해설

시추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하여 공진주 시험과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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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여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

여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1. 공진주 시험은 10-5～10-1%의 매우 작은 변형률 범위 하에서의 지반의 동적

특성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 결과로부터 전단 탄성계

수와 전단 변형률, 감쇠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 지

진 하중 작용시 지반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자료는 상세 해석에

서 활용하도록 한다.

2. 삼축압축 시험의 경우 응력 조건과 배수 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반

상태의 재현이 가능하므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파괴포락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얻을 수 있다.

3.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

용해 최대 및 최소 단위중량, 입도분포 곡선 등과 같은 시료의 공학적인 기본 물성

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상 지반의 조건과 같은 상태를 구현하여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밀도, 초기 유효구속압 등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진동 삼축압축 시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료

의 준비과정으로 원하는 상대밀도와 입도분포 그리고 No. 200체 통과 함유량에

맞춰서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시료를 준비했으면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기본 물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

에 맞게 재성형하는 작업을 거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료의 포화단계이다. 시료의 포화방법은 주로 배압 포화법을

사용하며, 압력의 증분은 30kN/m
2～50kN/m2로 조정하여 시료에 무리가 없도록

배압(back pressure)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시료의 포화도는 간극수압계수, B값을

확인하여 0.97이상의 값을 가질 때 완전 포화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완전 포화된 시료에 등방 압밀과정을 통해 초기 유효구속압을

설정하여 주며, 체적 변형률이 일정해지는 시기까지 압밀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

다. 초기 유효구속압은 현장지반의 지반 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장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산정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포화된 시료에 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단계이다. 가

해진 축응력은 시료에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진력을 재현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시료의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 변위, 응력 및 응력-

하여 전단 탄성계수, 감쇠비, 액상화 저항 강도와 같은 지반의 동적 특성을 결정

하여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1. 공진주 시험은 10
-5～10-1%의 매우 작은 변형률 범위 하에서의 지반의 동적 특성

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 결과로부터 전단 탄성계수와

전단 변형률, 감쇠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 그래프를 통해 지진 하

중 작용시 지반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2. 삼축압축 시험의 경우 응력 조건과 배수 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반

상태의 재현이 가능하므로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파괴포락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얻을 수 있다.

3. 진동 삼축압축 시험은 현장 정밀 조사로부터 얻은 시료를 이용해 단위중량, 입

도분포 곡선 등과 같은 시료의 공학적인 기본 물성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

여 대상 지반의 조건과 같은 상태를 구현하여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밀도, 초기 유효구속압 등

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진동 삼축압축 시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료

의 준비과정으로 원하는 상대밀도와 입도분포 그리고 No. 200체 통과 함유량에

맞춰서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시료를 준비했으면 진동 삼축압축 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기본 물성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

에 맞게 재성형하는 작업을 거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료의 포화단계이다. 시료의 포화방법은 주로 배압 포화법을 사

용하며, 압력의 증분은 30kN/m
2～50kN/m2로 조정하여 시료에 무리가 없도록 배

압(back pressure)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시료의 포화도는 간극수압계수, B값을

확인하여 0.97이상의 값을 가질 때 완전 포화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완전 포화된 시료에 등방 압밀과정을 통해 초기 유효구속압을

설정하여 주며, 체적 변형률이 일정해지는 시기까지 압밀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

다. 초기 유효구속압은 현장지반의 지반 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장성을 고려

하여 적절히 산정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포화된 시료에 축응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단계이다. 가해

진 축응력은 시료에 전단력을 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원리로 지진력을 재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험과정을 통해 시료의 시간에 따른 간극수압, 변위, 응력 및 응력-

[수정] 불필요문구 삭제 및 문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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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변형률관계 곡선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해설그림 4.3.1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발현양상

위 해설그림 4.3.1은 대표적인 진동 삼축압축 시험 수행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진동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서 유발되는 과잉 간극수압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중비

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반복하며 3수준 이상의 하중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

하여 재하 횟수-하중비 관계곡선을 구해야 대상 지반의 지진에 대한 전단 저항 강

도비를 구할 수 있다.

해설그림 4.3.2 재하 횟수에 따른 액상화 저항 강도비 곡선

변형률관계 곡선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해설 그림 4.3.1> 시간에 따른 과잉간극수압의 발현양상

위 <해설그림 4.3.1>는 대표적인 진동 삼축압축 시험 수행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진동하중이 가해짐에 따라서 유발되는 과잉 간극수압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

중비를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반복하며 3수준 이상의 하중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여 재하 횟수-하중비 관계곡선을 구해야 대상 지반의 지진에 대한 전단 저항

강도비를 구할 수 있다.

<해설 그림 4.3.2> 재하 횟수에 따른 액상화 저항 강도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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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제체의 동적 물성을 직접 얻을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자료로부터 동적

물성치를 추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

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

단탄성계수 및 감쇠정수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암석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은 원통형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파괴 포락선을 결정

하기 위한 값들과 내부 마찰각 및 겉보기 점착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험시 높이가 지름의 2.0～3.0배인 원통형 시료를 사용하며 지름은 NX core size

(약 0.054 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시료의 지름은 적어도 암석을 구성하는 최대

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탄성파 속도 측정시험은 탄성파의 전파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탄성파

발진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을 통과하는 P파 및 S파의 속도를 측정하고 탄성론으로

부터 유도된 다음의 식들을 사용하여 동적 물성치를 구한다. 실험을 통해 구한 동

적 물성치는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E =
ρ V 2s (3 V

2
p - 4V

2
s )

V 2p - V
2
s

10-5 해설식(4.6)

G = ρV 2s × 10
- 5

해설식(4.7)

ν =
V 2p - 2V

2
s

2 (V 2p - V
2
s )

해설식(4.8)

여기서, E : 동적 탄성계수( kPa)

G : 동적 전단탄성계수 (kPa)

ν : 동적 포아송비

ρ : 밀 도 ( kPa)

V p : P파 속도 (㎧ )

6.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 및 압축강도 시험을 수

행하며, 실험방법은 4.2.3절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4.3.5 동적 물성치의 추정

제체의 동적 물성을 직접 얻을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자료로부터 동적

물성치를 추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

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

단탄성계수 및 감쇠정수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암석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은 원통형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파괴 포락선을 결정

하기 위한 값들과 내부 마찰각 및 겉보기 점착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험시 높이가 지름의 2.0～3.0배인 원통형 시료를 사용하며 지름은 NX core

size(약 0.054 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시료의 지름은 적어도 암석을 구성하는

최대 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탄성파 속도 측정시험은 탄성파의 전파속도를 결정하기 방법이다. 탄성파 발진

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을 통과하는 P파 및 S파의 속도를 측정하고 탄성론으로부터

유도된 다음의 식들을 사용하여 동적 물성치를 구한다. 실험을 통해 구한 동적

물성치는 상세 해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G = ρV 2s × 10
- 5

 
  




  



여기서, E : 동적 탄성계수(kPa)

G : 동적 전단탄성계수( kPa)

ν : 동적 포아송비

ρ : 밀 도 (kPa)

V p : P파 속도(㎧ )

5.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에 대한 실내 탄성파 시험 및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며, 실험방법은 4.2.3절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4.3.5 동적 물성치의 추정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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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심도(m)
록 존 코어존

불포화 포 화 상 한 하 한

0～5 Vs = 245 Vs = 210

5～30 Vs = 250․Z0.20

Vs = 250․Z
0.20

Vs =

180․Z
0.35

Vs =

140․Z
0.3430～ Vs = 200․Z0.315

포아슨비
υ =

0.375-0.006․Z0.58

υ =

0.49-0.001․Z0.95
υ = 0.45 - 0.006․Z0.60

주) Vs : 전단파속도(m/s), Z : 지표하 심도(m)

<표 4.3.1> Sawada의 록필댐 전단파 속도분포 모델

* 최대 전단탄성계수는 m ax  
이다. 여기서 는 밀도(t/㎥), 는

전단파 속도(m/s)이다.

그림 4.3.3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 곡선(Vucetic 등, 1991)

(조립토는 PI = 0 인 곡선 사용)

해설

Seed 등은 표준관입시험 N치로부터 사질토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산정식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max ×
⋅

 해설식(4.9)

여기서 Gmax : 최대 전단탄성계수(psf)

N60 : 에너지비 60%로 보정된 N값

 : 유효 평균주응력(psf)이다.

심도(m)
록 존 코어존

불포화 포 화 상 한 하 한

0～5 Vs = 245 Vs = 210

5～30 Vs = 250․Z0.20

Vs = 250․Z0.20
Vs =

180․Z0.35

Vs =

140․Z0.3430～ Vs = 200․Z0.315

포아슨비
υ =

0.375-0.006․Z0.58

υ =

0.49-0.001․Z0.95
υ = 0.45 - 0.006․Z

0.60

주) Vs : 전단파속도(m/s), Z : 지표하 심도(m)

<표 4.3.1> Sawada의 록필댐 전단파 속도분포 모델

* 최대 전단탄성계수는 m ax  
이다. 여기서 는 밀도(t/㎥), 는 전단파 속도

(m/s)이다.

<그림 4.3.1> 세립토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 곡선(Vucetic 등, 1991)

(조립토는 PI = 0 인 곡선 사용)

해설

Seed 등은 표준관입시험 N치로부터 사질토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max  ×
⋅



여기서 Gmax : 최대 전단탄성계수(psf)

N60 : 에너지비 60%로 보정된 N값

 : 유효 평균주응력(psf)이다.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62 -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일본 항만기술연구소는 점성토 지반에서 1축 압축강도와의 상관식을 해설식(4.10),

사질토 지반에서 N값과의 상관식을 해설식(4.11)으로 제안하였다.

max  해설식(4.10)

max 
 해설식(4.11)

여기서 Gmax의 단위는 kgf/㎠

또한, 이하의 방법에 의해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다.

① 토질조사 결과에서 점성토는 소성지수(Ip)에 의해 지반의 층 구성을 판별한다.

이 경우 Ip≥30, 30〉Ip〉N.P(비소성), Ip = N.P의 3종류의 지층으로 분류한다.

② 분류한 각층의 압밀상태를 고려하고 유효상재압(σ′)을 구하고 지중의 응력비

k′(수평방향의 유효응력 σh′과 σv′의 비)를 가정하고 평균유효 주응력 σm'을

(1+2K′)σv′/3에 의해 계산한다. 압밀종료 수평지반에서는 일반적으로 K′=K

0′=0.5 가 되는 경우가 많다. Ip〈 30 의 지층에서는 지층의 간극비(e)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③ 분류한 매층의 Ip, σm', e 에서, 미소 전단변형진폭(γ=10-6) 에서 전단탄성계수

G0(=Gmax)를 구한다. 다만 Ip = N.P 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서 Ip = 0으로 한다.

  ′, a = 285-2Ip (Ip≥30) 해설식(4.12)

   

  


′ , A=1.6Ip+185 (Ip<30) 해설식(4.13)

G0, σm' 의 단위는 kg/cm
2

④ 사질토의 경우에는 해설식(4.14), 해설식(4.15)를 사용한다.

   

  



′  (입자가 둥근 모래) 해설식(4.14)

    

  


′  (입자가 모난 모래) 해설식(4.15)

국내 지반의 실트 및 실트질 모래, 조립질 모래, 풍화토에 대한 동적변형특성에 대한 사

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출처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05)). 아래의 자료

를 이용할 경우, 현장 지반의 종류와 구속압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일본 항만기술연구소는 점성토 지반에서 1축 압축강도와의 상관식, 사질토 지반에서

N값과의 상관식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max  

max  


여기서 Gmax의 단위는 kgf/㎠

또한, 이하의 방법에 의해 지반의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다.

① 토질조사 결과에서 점성토는 소성지수(Ip)에 의해 지반의 층 구성을 판별한다.

이 경우 Ip≥30, 30〉Ip〉N.P(비소성), Ip = N.P의 3종류의 지층으로 분류한다.

② 분류한 각층의 압밀상태를 고려하고 유효상재압(σ′)을 구하고 지중의 응력비

k′(수평방향의 유효응력 σh′과 σv′의 비)를 가정하고 평균유효 주응력 σm'을

(1+2K′)σv′/3에 의해 계산한다. 압밀종료 수평지반에서는 일반적으로 K′=K

0′=0.5 가 되는 경우가 많다. Ip〈 30 의 지층에서는 지층의 간극비(e)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③ 분류한 매층의 Ip, σm', e 에서, 미소 전단변형진폭(γ=10-6) 에서 전단탄성계수

G0(=Gmax)를 구한다. 다만 Ip = N.P 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서 Ip = 0으로 한다.

  ′ , a=285-2Ip (Ip≥30)

   

  


′


, A=1.6Ip+185 (Ip<30)

G0, σm' 의 단위는 kg/cm2

④ 사질토의 경우에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
(입자가 둥근 모래)

   

  


′


(입자가 모난 모래)

[수정] 문구조정

[삭제] 항만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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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그림 4.3.4 실트 및 실트질 모래의 변형률의존곡선

해설그림 4.3.5 조립질 사질토의 변형률의존곡선(구속압 40kPa)

해설그림 4.3.6 조립질 사질토의 변형률의존곡선(구속압 80-100kPa)

[삭제] 항만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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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설그림 4.3.7 조립질 사질토의 변형률의존곡선(구속압 160-200kPa)

해설그림 4.3.8 조립질 사질토의 변형률의존곡선(구속압 320-400kPa)

해설그림 4.3.9 풍화토의 변형률의존곡선(구속압 15-500kPa)

[삭제] 항만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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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상세 해석은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댐과 필 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2. 필 댐의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

3. 콘크리트 댐의 제체에 대한 동해석

‘기존시설물(기초및지반)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 참조하여 해석하며 댐

체 또는 기초지반의 액상화해석을 통해 얻은 안전율이 1.5 보다 커야만

한다.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동해석을

실시하여 지진 중 또는 지진 후의 필 댐의 거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4.3.6 상세 해석

4.3.7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4.3.8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

상세 해석은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댐과 필 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1.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2. 필 댐의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해석

3. 콘크리트 댐의 제체의 안정성 또는 변형에 대한 동해석

기초 및 제체의 액상화가능성을 ‘항만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18)’을 참조

하여 해석한다.

현장 정밀 조사 및 실내 시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동해석을

실시하여 지진 중 또는 지진 후의 필 댐의 거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

4.3.6 상세 해석

4.3.7 액상화에 대한 상세 해석

해설

암반위에 설치된 락필댐의 경우 제체중 필터층이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

이나 댐체의 필터층처럼 다져진 밀실한 모래는 과잉간극수압이 유효구속압에 달해

도 느슨한 모래처럼 전단저항력을 상실해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완전액상화는 일

어나지 않으며 dilatancy에 의해 전단응력이 커짐에 따라 유효응력이 회복해 어느

한정된 변형의 범위에서 전단변형의 증가에 의해 접선전단강성이 증가하는 cyclic

mobility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액상화에 의한 전단강도의 완전상실을 걱정할 필

요가 없다.

4.3.8 필댐 제체의 변형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수정] 내용 상세화

[수정] 항만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추가] 댐에서의 액상화 관련 해

설 제시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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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해석시 적용기준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댐체 단면이 『내진설계기준연구(1997.12)』에서 제안한 극대지진

(MCE) 하에서의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하는 지를 검토한다.

② 극대지진(MCE)은 내진 Ⅰ등급 댐 및 내진 특등급 댐에 대해 위

험도계수를 각각 1.4 및 2.0으로 취한다. 이때, 산출된 진도가

0.14g 이하이면 0.14g를 검토 진도로 취한다.

③ 설계지반운동은 수평지반운동 뿐만 아니라 수직지반운동을 고려

할 수 있다.

④ 지진하중은 시간이력하중을 적용한다. 시간이력하중은 댐 지역 인

근에서 발생된 지진 또는 인공지진을 활용하며, 3개의 시간이력하

중을 채택한다.

⑤ 상시만수위를 검토 수위로 하며 필요시 기타 낮은 수위 조건에서

도 검토한다. 댐체에 대한 모델링은 2차원 모델링을 원칙으로 한

다. 기초암반은 점탄성모델 등을 사용하되 적절한 해석범위를 취

한다.

나.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량을 계산하여 내진 안전

성을 검토한다. 계산된 소성활동량이 0.3m 이내이면 댐 안전에 문제

가 되지 않으며, 소성활동량 0.6m는 상당한 손상을 동반하는 허용가

능한 소성변형량이다. 이때, 댐 전체 높이를 포함하는 활동면 및 댐

체 상부에서의 활동면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만일, 소성활동량이

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여기서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절차를 기술하였다. 이때, 중요한 댐의 댐체는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

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가. 동해석시 적용기준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댐체 단면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

며 지진 후에 침투파괴되지 않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가능최대지진(MCE)은 댐의 내진등급에 상관없이 4800년 지진위

험지도에서 취득하며 이때, 그 값이 행정구역계수를 사용한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은 수평지반운동 뿐만 아니라 수직지반운동을 고려

할 수 있다. 수직지반운동은 S1지반의 경우 수평지반운동의 0.77배

이며 S2이하의 지반의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정할 수 있

다.

4) 지진하중은 시간이력하중을 적용한다. 시간이력하중은 댐 지역 인

근에서 발생된 지진 또는 인공지진을 활용하며, 3개의 시간이력하

중을 채택하여 그중 최대응답값을 성능평가에 사용한다.

5) 상시만수위를 검토 수위로 하며 필요시 기타 낮은 수위 조건에서

도 검토한다. 댐체에 대한 모델링은 2차원 모델링을 원칙으로 한

다. 기초암반을 모델링에 포함시는 분산감쇠를 감안한 질량모델

및 점탄성모델, 비질량모델 등을 사용하되 충분한 해석범위를 취

한다.

나.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

을 계산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활동량과 활동면의

형상 및 원점에 대한 기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침하량을 계산하며,

계산된 침하량이 1.0m 이내이면 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때, 활동면은 소성활동에 의해 댐의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를 가정하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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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m 이상이면 좀 더 정밀한 동적 소성해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댐체의 각종 동적계수는 동적 삼축압축시험 등

을 통해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용하

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정수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중심코아형 필댐이나 균일형 흙댐의 경우, 상류면에서 시작되어 하

류면으로의 활동 가능성이 있을 때 상류측에서의 활동면의 시점이

저수지 수위보다 낮은 경우 침투파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 댐체 사면경사가 완만하여 유체와 댐의 상호작용이 작으면 상호작용

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 비선형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거나 타당성이 입증된 단순화된 방법으

로 해석한다.

사. 동적 해석에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단계적 해석을 실시하며, 흙의

소성적 성질과 동적 간극수압을 고려한다.

해설

며 결정한다. 이를 위해 댐 전체 높이를 포함하는 활동면 및 댐체

상부에서의 활동면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이 1.0m 이상이면서 지진에 의한 간극수압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댐은 좀 더 정밀한 유효응력해석법을 사용한 동적 소성해

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댐체의 각종 동적계수는 동적 삼축압축시험 등

을 통해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락필 댐체의 최대전단탄성계수 및 포아슨비는 Sawada 공식 등을 활

용하여 추정할 수 있고, 전단변형율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및 감쇠정

수는 Vucetic 곡선 등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암반도 필요시

동적물성은 기존 문헌등을 참조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암반이 양호

하면 지진력에 의해 물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라. 중심코아형 필댐이나 균일형 흙댐의 경우, 상류면에서 시작되어 하

류면으로의 활동 가능성이 있을 때 상류측에서의 활동면의 시점이

저수지 수위보다 낮은 경우 침투파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 댐체 사면경사가 완만하면 유체와 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 동적 해석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시공과정을 포함

하는 단계적 해석을 실시하며, 흙의 소성적 성질과 동적 간극수압을

고려한다.

사.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상 10,000년 빈도지진력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상세 제시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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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ewmark법은 아래와 같이 토괴를 블록으로 간주하고 활동면에서 응력변형

관계로부터 탄소성을 가정해, 활동토괴의 활동변형량을 산정한다. 실제로 흙

은 진동에 대하여 비선형성을 나타내므로 Newmark법은 정밀한 방법은 아니

지만 입력조건이 원호활동계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계산가능하기 때문

에 제체의 변형성능을 평가하는 수법으로서 유효하다.

C

R

θ

δ = R θ (활동변위)

활동면

해설그림 4.3.10 Newmark법 해석 개념도

Newmark법은 가정된 활동원호에 대해 정적안정계산(진도법)을 실시해 항복가속

도를 구해 활동토괴의 저항모멘트를 산정한다. 또한, 동적해석에서 활동토괴의 평

균가속도를 구하고 회전모멘트를 산정한 후 활동면에 따른 변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설식(4.16)

 





  해설식(4.17)

    




 
 해설식(4.18)

 ∙ 해설식(4.19)

여기서,  : 회전각(radian),  : 질량관성모멘트(ton·m
2
)

∆ : 회전모멘트 - 저항모멘트(tonf·m)

 : 활동변위량(m),  : 원호의 반경(m)

와 동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MCE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시 통상 수평지진력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댐의

응답거동에 수평성분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연직지진력을 고려해도 해석결과

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직지진력을 적용할지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른다. 이때, 평가대상 지진력이 직접 측정된 지진력이 아닌 경우엔 수평지

진력의 부호를 바꿔가며 적용한다.

(다) Newmark법은 아래와 같이 토괴를 블록으로 간주하고 활동면에서 응력변형

관계로부터 탄소성을 가정해, 활동토괴의 활동변형량을 산정한다. 실제로 흙

은 진동에 대하여 비선형성을 나타내므로 Newmark법은 정밀한 방법은 아니

지만 입력조건이 원호활동계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계산가능하기 때문

에 제체의 변형성능을 평가하는 수법으로서 유효하다.

C

R

θ

δ = R θ (활동변위)

활동면

<해설그림 4.3.3> Newmark법 해석 개념도

Newmark법은 가정된 활동원호에 대해 정적안정계산(진도법)을 실시해 항복가속

도를 구해 활동토괴의 저항모멘트를 산정한다. 또한, 동적해석에서 활동토괴의 평

균가속도를 구하고 회전모멘트를 산정한 후 활동면에 따른 변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여기서,  : 회전각(radian),  : 질량관성모멘트(ton·m2)

∆ : 회전모멘트 - 저항모멘트(tonf·m)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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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량을 계산하여 소성활동량이 0.3

∼ 0.6 m 이면 지진시 댐은 붕괴되지 않지만 상당한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지진후 댐체의 손상확인 및 보수를 위해 저수위를 낮추어야

하고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

라서 지진발생시 복구공사를 위한 즉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 댐들은 소성활동량이 0.3m 이내가 되

도록 선제적인 보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암반을 모델링할 때

는 비질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가 거의 없

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진력감소 작용)은 적

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지진력증가 작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때 radiation damping(기초암반의 방사감쇄)이 고려되어

야 한다. 비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이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할수 있으며

댐체외부 암반폭도 이에 준할수 있다. 기초암반의 radiation damping을

modal damping으로 취할시 암반의 상태에 따라 5%이하를 취할 수 있다.

 : 활동변위량(m),  : 원호의 반경(m)

(라) Newmark 방식에 의한 댐 사면의 소성활동에 따른 댐마루의 침하량을 계산

하여 1.0 m 이내이면 지진 중 및 지진 후 댐은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 것은 필댐의 경우 콘크리트댐과 달리 홍수시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필요

한 여유고를 가진 댐높이에 1.0m를 추가적인 여유고로 하여 댐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댐높이가 1.0m 낮아지더라도 홍수 시 등에도 댐은 월류 및

이에 따른 세굴파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해설그림 4.3.4> 사면활동에 의한 댐체의 높이 저하 및 세굴파괴 모식도

필댐의 Newmark방식 소성변형해석은 지진중 사면활동 안전율이 1.0이하로 떨어

지는 순간들에서의 사면활동량의 누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면활동의 형

태를 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너무 깊은 또는 너무 얕은 형태의 사면활

동을 가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면활동량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일

본의 국토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면활동형태를 Newmark방식 소성해석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사면활동을 가정한 Newmark방식 소성해석이 가능하다.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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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5> 양호한 기초 상 필댐 활동면 설정 예

(상하류사면의 락존만 통과와 코아부도 통과 경우)

(마) 필댐의 동해석 시 기초지반이 양호한 암반인 경우 제체 저면을 강결하고 제

체만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사력지반이나 토사지반인 경우 기초지반을 포함

해서 모델링할 수 있다. 또한 토사댐의 경우 제체가 사질계열로 되어 있으면

과잉간극수압 상승에 따른 강도감소를 고려할 수 있는 유효응력해석법을 사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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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댐의 축조해석 및 담수해석을 통해 제체의 초기응력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동

해석에 의한 응력과 합산하여 댐의 지진시 안전성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특히 제체나 기초지반이 토사로 이루어진 경우엔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댐체의 층별 축조기록이 필요하며 Duncan-Chang 방법등을 활용한

정적 비선형탄성변형해석을 위한 강성과 포아송비 계산을 위한 특성계수(K,

n, Rf, G, F, D)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댐들에서는 축조기록과 특성계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여타 댐 값을 사용

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부정확한 초기응력상태가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 판단하여 축조해석 및 담수해석 수행여부를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사) 필댐의 발산감쇠정수

필댐의 해석시 질량을 가진 기초지반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 경우 재료의 감

쇠외에 기초지반을 통한 발산감쇠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발산 감쇠를

정확히 어찌 설정해야 하는지는 연구중이다. 이 때문에 댐에서 지진시 관측된

실 응답파를 활용하여 해석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그런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한 형상과 해석조건을 가진 타댐에서의 해석사례를 참

조해 발산감쇠정수를 설정한다. 일본의 토사댐에서는 기초모델의 밑면과 측면

에 점성경계와 에너지전달경계를 설치한 경우도 있으며 이때, 기초가 암반인

경우 암반의 재료 감쇠를 5%로 하기도 한다. 기초를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락필 댐본체는 저면에서 강결된 것으로 하고 분산감쇠를 15%로 취한 사

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댐기초암반을 비질량모델로 형성한 후 5% 감쇠를 줘

서 발산감쇠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동적 등가선형해석시 사용하기도 했다.

(아) 필댐의 강도정수

필댐의 설계시는 록필재와 필터재 등 조립재의 강도를 겉보기 점착력과 마

찰각으로 정의한 후 점착력은 무시하고 마찰각만 취하는데 이는 아래그림에

서 처럼 댐의 구속압이 적은 표면에서는 실제 강도에 비해 과소하게 안전측

이 된다.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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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6> 록필재와 필터재의 실제강도와 설계시 강도값

댐의 내진성능평가시 록필재와 필터재 등의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면

일본 국토성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속의존성을 고려한 아래의 식을 사용할 수

있다.

τf = Aσnb

여기서, τf : 전단강도, σn : 상정된 전단면에 수직한 유효응력, A와 b : 계수

또한 댐에 활동변형이 생긴다면 활동면상 강도는 피크강도를 넘어 변형연화

를 수반한 강도저하로 인해 잔류강도를 갖게 된다. 이때, 피크강도를 넘었다

고 해서 바로 활동균열이 생기면서 잔류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잔류강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활동변형이 필요한데 조립재의 경우 아래

의 표를 참조하여 잔류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 활동변형량 및 잔류강도를 계

산할 수 있다.

<참 조>

Newmark법에 의해 활동이 가정된 활동면의 길이와 그 면에서 계산된 활동량

을 안다면 자갈의 경우 전단변형율(활동 변위량/활동면 길이) 값이 약 4.85%

보다 큰것이 확인되면 잔류강도값(자갈은 약 77%)을 사용할 수 있다. 전단변

형율이 4.85%보다 큰 경우엔 감소된 강도값을 적용시킨 상태로 다시 계산을

실시하여 증대된 변형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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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표 4.3.1> PSC 시험 목록

※ 상기에서 Hime와 Isomi는 자갈이며 여타는 모래임

코어재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연사면에 대한 비배수 강도비와 잔류활동량

의 예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연사면에 비해 댐체의 코어는 품질관리된 재

료를 쓰므로 0.15m의 활동변형량까지는 피크강도를 사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잔류강도를 사용한다. 즉, Newmark법에 의한 활동량이 0.15m 이상인 경우엔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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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강도값을 감소시킨 상태로 다시 계산을 실시하여 증대된 변형량을 계산

할 필요가 있다.

<해설그림 4.3.7> 자연사면의 비배수강도비와 활동량의 관계

<참 조>

상기 그래프에서 댐의 코어의 경우 잔류변형량 0.15m까지 피크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그래프상 강도비는 70%)된 것을 참조하여 잔류강도비를 30% 정도

인상된 값을 추정하는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

(자) 중심코아형 필댐이나 균일형 흙댐의 경우, 상류면에서 시작되어 하류면으로

의 활동 가능성이 있을 때 상류측에서의 활동면의 시점이 저수지 수위보다

낮은 경우 침투파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댐체에 설치된 필터의 폭이

사면활동량에 비해 충분히 큰지와 필터가 아래의 기준은 만족하는지를 검토

한다.

만일 기존 댐에서 필터재료에 대한 상세가 없을 때는 그간의 공용중 필터의

기능발현정도와 필터케이크형성에 따른 internal erosion에 대한 댐의 자연치

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실시한다.

또한 수위저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만수위부터 차수존내 활동시점까지 단기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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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수위저하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엔 침투파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가능하다.

<해설표 4.3.2> 댐의 필터설치 기준

분류 세립분 함유율 A(%)
설계기준

(적절한 안전율을 포함하고 있음)

① 85~100  ≤ 

② 40~85  ≤ 

③ 0~15  ≤ 

④ 15~40  ≤   ×  

 : 필터재료의 15% 통과입경

 : 점토재료의 85% 통과입경

* 4.75mm체를 통과하는 량의 세립분(<0.075mm) 입자함유율 

<해설그림 4.3.8> 댐의 필터케이크 형성 모식도

(차) 기초지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지반을 모델링할 때

는 분산감쇠를 고려한 질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가 거의 없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

진력감소 작용)은 적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

지진력증가 작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때 radiation damping(기초지반의 방

사감쇠)이 고려되어야 한다. 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이 2배 정도의 지반깊

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지반폭은 상하류측으로 각각 댐의 바닥폭 정도를 사용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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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해석시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유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진 중과

지진 후의 콘크리트 댐 제체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 제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소, 엘리베이터, 여수

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

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

되는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댐 제체의 동해석에 관

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4.3.9 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해석시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유체-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진 중과

지진 후의 콘크리트 댐 제체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댐 제체인 비월류부 및 특이단면부 (펜스탁이나 발전소, 엘리베이터, 여수

로 포함 단면부 등) 각각에 대해 2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함을 원

칙으로 하나 특이단면부의 경우 필요시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발생

되는 변형 및 응력의 상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댐 제체의 붕

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

며 여기서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절차를 기술하였

다. 이때, 중요한 댐의 댐체는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

(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SSI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등은 없

는 상태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기존에 실제 지진을 겪었던

댐에 대한 연구 등에서 사용한 SSI 사례에 유사하게 해석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타) 필댐 제체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

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설표 4.3.3> 필댐 제체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필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높이를 1m 낮추는 영구 활동 변형량 
발생여부

지 진 후 지체파괴방지
가능 상태 활동면을 따른 침투파괴발생여부

4.3.9 콘크리트 댐 제체의 거동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추가]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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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 중력댐의 동역학적 검토는 필댐과 동일한 적용기준 및 검

토 사항에 따라 실시하되, 기초암반은 비질량모델 및 점탄성모델 등

을 사용한다.

나. 댐 저면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반력의 시간이력을 분석하여

Henny식에 의한 댐 전체의 활동에 대한 안전성(안전율=1.0)을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댐체에 발생되는 최대 전단응력을 확인하여 동적

전단강도와 비교함으로써 국부 전단파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 댐 저면에 작용하는 외력 합력의 작용점의 시간이력을 분석하여 댐

전체의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합력의 작용점이 저면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가. 동해석시 적용기준 및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댐체 단면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 지진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

진 후에 손상부에 대한 저수지수압의 작용으로 인해 지체파괴되지

않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저수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가능최대지진(MCE)은 댐의 내진등급에 상관없이 4800년 지진위험지

도에서 취득하며 이때, 그 값이 행정구역계수를 사용한 값의 80%이

상이어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은 수평지반운동 뿐만 아니라 수직지반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지반운동은 S1지반의 경우 수평지반운동의 0.77배이며

S2이하의 지반의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정할 수 있다.

4) 지진하중은 시간이력하중을 적용한다. 시간이력하중은 댐 지역 인근

에서 발생된 지진 또는 인공지진을 활용하며, 3개의 시간이력하중을

채택하여 그중 최대응답값을 성능평가에 사용한다.

5) 상시만수위를 검토 수위로 하며 필요시 기타 낮은 수위 조건에서도

검토한다. 기초암반은 분산감쇠를 감안한 질량모델 및 점탄성모델,

비질량모델 등을 사용하되 충분한 해석범위를 취한다.

나. 댐에 대한 파괴역학에 근거한 동적소성해석을 실시하여 상하류면간

에 연속된 인장균열이나 이음부의 개방으로 인해 제체의 분리가 발

생되지 않는지 검토하며, 댐체의 압축파괴나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인지 검토한다. 만

일 제체를 분리하는 균열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면 분리된

제체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상세한 검토를 할 필요

가 있다.

다.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댐체의 각종 동적계수는 동적 시험 등을 통해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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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만 존재하면 안전). 또한 댐체에 발생되는 최대인장응력을 확인

하여 동적 인장강도와 비교함으로써 국부 인장파괴 가능성을 검토

할 수 있다.

라. 댐 저면에 발생하는 최대압축응력을 분석하여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을 평가할 수 있다. 지반의 허용지지력의 1.3배 또는 콘크리트 동적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댐체에 발생되는 압축응력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 탄성계수에 15%를 할증하여 적용

하며, 동적 포아슨비는 정적 포아슨비의 0.7배와 같다. 또한, 콘크리

트의 동적 전단탄성계수는 동적 포아슨비와 동적 탄성계수와의 관

계식으로 구하며, 감쇠비는 5%를 적용한다. 댐의 지반은 보통암 이

상인 경우 지진시 변형이 극히 작아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에

서의 물성치 차이가 거의 없다.

바. 콘크리트 동적 전단강도는 정적 전단강도의 1.0배를 적용한다. 정적

인장강도는 정적 쪼갬 인장강도를 채택하며, 동적 인장강도는 정적

인장강도의 1.5배를 적용한다. 동적 압축강도는 정적 압축강도의

1.15배를 적용한다.

사. 만일, 상기의 댐체의 안정과 응력에 대한 안전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좀 더 정밀한 동적 소성해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다.

아.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 해석시 유체의 압축성, 구조물의 유연성

과 지반의 변형성을 고려한다. 이때, 보수성이 입증된다면 유체는

비압축성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자. 지반을 통한 지진파의 방사조건을 반영하며, 지반매질의 변형도 의

존 특성을 고려한다.

차. 여수로 및 부대시설물의 응답은 선형 및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할

는 압축강도의 1/10을 사용가능하며 Tension softening curve는 1/4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파괴에너지 GF는 댐에 적합

한 값을 사용한다.

라. 발생된 균열이나 이음부의 열림에 저수지 물의 침투로 인해 제체의

분리현상이나 압축 또는 전단파괴를 일으킬만한 응력이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해도 국부적인 현상인지 검토한다. 이때, 저수지물에 의한

수압은 균열의 발생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시킨다.

마. 유체와 댐의 상호작용은 Westergaard 등이 제안한 동수압을 사용하

거나 유체요소 등을 사용하여 고려한다.

바.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 탄성계수에 15%를 할증하여 적용

하며, 동적 포아슨비는 정적 포아슨비의 0.7배와 같다. 또한, 콘크리

트의 동적 전단탄성계수는 동적 포아슨비와 동적 탄성계수와의 관계

식으로 구하며, 감쇠비는 소성상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

한다. 댐의 지반은 양호한 암반인 경우 지진 시 변형이 극히 작아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에서의 물성치 차이가 거의 없다.

사. 콘크리트 동적 전단강도는 정적 전단강도의 1.0배를 적용한다. 정적

인장강도는 정적 쪼갬 인장강도를 채택하며, 동적 인장강도는 정적

인장강도의 1.5배를 적용한다. 동적 압축강도는 정적 압축강도의

1.15배를 적용한다.

아.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 해석시 유체의 압축성, 구조물의 유연성

과 지반의 변형성을 고려한다. 이때, 보수성이 입증된다면 유체는 비

압축성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자. 기초지반을 모델링할 경우 지반을 통한 지진파의 방사조건을 반영하며,

토사 지반매질의 변형도 의존 특성을 고려한다. 방사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엔 해석모델의 감쇠를 적절히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차. 여수로 피어 및 부대시설물의 응답은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할 수

[추가 및 수정]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

상세 제시

[수정] 문구조정

[삭제] 불필요 문구 삭제

[수정] 문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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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해석법을 사용하여 해석하고, 입력지반운동에는 댐의 지진

응답 영향을 고려한다.

해설

(가) 동적 검토시 교각의 내하력

동적 검토시 여수로 구조물에 대한 3차원 모델에 2축의 수평지반운동과 수직지반운

동을 조합하여 작용 후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등

에 의해 교각의 내하력을 검토한다. 이 때 하중증가계수는 고려하지 않으며 설계자

의 판단에 따라 1개의 지진하중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동적 검토시 수문의 동수압

동적 검토시 수문의 동수압은 Westergaard의 공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Westergaard의 공식에 의해 발생되는 동수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Setback비를

감안한 동수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수압 형상 곡선 : ( ) ( ) ( )gP h P h C h= 해설식(4.20)

총 동수압 : (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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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해석법을 사용하며, 입력지진운동에는 댐의 지진응답값을 고려

한다.

카.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지진재해도상 10,000년 재현지진력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정한 후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외국의 댐 내진성능평가와 동

일한 수준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MCE하에서의 동적소성해석시 통상 수평지진력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댐의

응답거동에 수평성분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연직지진력을 고려해도 해석결과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연직지진력을 적용할지는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른다. 이때,

평가대상 지진력이 직접 측정된 지진력이 아닌 경우엔 수평지진력의 부호를 바꿔

가며 적용한다.

(다) 파괴역학에 근거한 동적소성해석

파괴역학에 의한 재료의 손상평가는 Discrete crack model(DCM : fictitious

crack model 등)이나 Smeared crack model(SCM : crack band model 등)을 사

용하는데 DCM의 경우 균열발생위치가 사전에 결정되어 조인트요소를 그 위치에

삽입해야 하거나 해석 중 균열발생형태에 따라 삽입해야 하는데 이는 균열의 위

치를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 해석 중 모델링을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등 동력학

적 소성해석 시 적용키는 어렵다. SCM은 요소자체에 균열발생전후의 특성을 부

여한 것으로 균열발생후도 요소가 연속체로서 거동하기 때문에 초기모델링을 변

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균열의 발생이 구조물의 응력 및 거시적 변

형상태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하나 균열의 발생형태, 폭 등을 정확히 계산하

기 어렵다. 댐의 경우 균열의 발달위치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SCM

을 주로 사용하며 균열의 발생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 DCM을 SCM에

도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균열이 발생된 요소를 fictitious crack

과 탄성영역으로 합산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요소치수로서 Equivalent length(균

열대 폭)가 중요하며 이것이 Characteristic length 보다 작아야 Snap back 현상

(균열면을 가로지르는 인장내력이 인장강도이후 감소함에 따라 균열폭도 감소하

는 현상)이 없이 계산이 가능하다.

[수정] 문구조정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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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4.3.11 게이트 수심비(α)와 set back 비(β)

(다) 동적 검토시 수문의 모델링 참여

여수로 구조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동적 해석시 수문은 적절한 경계조건이 부

여된 모델로서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수치해석에 참여는 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문 자체에 대한 동적 해석방법과 이때 적용할 안

전율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적 해석시 수문에 발생된 응력에 대해 진도

법시 적용할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수문의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라)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평가시에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성이 적은 시설을 기준

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암반을 모델링할 때는 비질

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가 거의 없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진력감소 작용)은 적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지진력증가 작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

때 radiation damping(기초암반의 방사감쇄)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질량모델을 채택

시 댐체높이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할수 있으며 댐체외부 암반폭도 이에 준할수 있

다. 기초암반의 radiation damping을 modal damping으로 취할시 암반의 상태에 따

라 5%이하를 취할 수 있다.

(바)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을 고려하기 위해 저수지 물을 모델링할 때는 압

축성유체모델 또는 비압축성유체모델을 사용한다. 비압축성유체모델(Weestergard

공식에 의한 부가질량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모델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으나 극

대지진하의 중요한 댐의 안전을 확인시 압축성유체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때, 저수지퇴적물에 의한 파의 반사 및 흡수역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필

등가길이 개념 콘크리트 인장모델 1/4모델

<해설그림 4.3.9> 등가 길이의 정의

댐에서의 동적 소성해석시 요소는 통상 정삼각형요소를 사용하며 이 경우 정삼

각형의 요소의 한변×sin60의 길이가 Equivalent length가 되며 이 값이

Characteristic length(EGF/ft
2
)보다 작도록 요소의 규모를 결정한다. Equivalent

length를 준수할 경우 요소수가 많아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Tension

stiffening(strain softening) curve를 이중 직선이 아닌 단일직선으로 가정하여 사

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 인장강도와 GF에 대한 적절한 감소가 필요하다.

인장강도(ft)이후 콘크리트 인장모델은 원점지향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콘크

리트댐에 대한 GF는 아래의 식을 사용하며 안전을 위해 정적압축강도를 사용하기

도 한다.

GF = (0.79dmax + 80)×(fc/10)
0.7
(N/m)

여기서, dmax : 조골재 최대치수(mm)

fc : 콘크리트압축강도(N/mm2)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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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경우 이러한 FSI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통상 고려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댐에

서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그림 4.3.10.> 인장응력과

균열과의 관계

<해설그림 4.3.11> Tension

stiffening curve의 영향

(라) 콘크리트댐의 감쇠정수

콘크리트댐의 해석시 기초지반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 경우 제체와 기초지반의

감쇠정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료의 감쇠외에 기초지반을 통한 발산감쇠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 감쇠를 정확히 어찌 설정해야 하는지는 연구중

이며 이들 감쇠정수는 기초지반포함여부, 기초지반외측에 에너지 발산경계를 고

려하는지 여부, 댐의 3차원해석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댐에서 지진시

관측된 실 응답파를 활용하여 해석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그런 기록이 없을 경우 유사한 형상과 해석조건을 가진 타댐에서의 해석사례를

참조해 감쇠정수를 설정한다. 일본의 댐에서는 질량있는 기초암반의 밑면과 측면

에 dashpot을 설치후 댐본체는 5∼10%, 기초암반은 2∼5%를 취한 사례도 있고

기초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댐 밑면을 고정경계로 하여 댐본체를 15%로 취한 사

례도 있다. 댐본체만을 모델링한 경우 기초암반과 함께 모델링한 경우보다 안전

측에서 검토된다.

동적 비선형해석시 재료감쇠로 Rayleigh감쇠를 사용하는데 댐에서 균열이 진행되

면 강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 및 발전상태를 자세히 추적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변하는 강성메트릭스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질량메트릭스로 인해

저진동수에서 감쇠가 증대해 균열부근에서 응력의 해방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질량메트릭스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t)] = a[M] + b[K(t)]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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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전단마찰안전율

  전단면에작용하는전단력
  전단면의전단강도

  전단마찰계수
  전단면에작용하는수직응력

여기서 [C(t)] : 감쇠메트릭스

[M] : 질량메트릭스

[K(t)] : 순간강성메트릭스

a, b : 메트릭스 정수

기초지반을 포함한 경우 기초지반의 메스를 고려하고 기초지반은 탄성거동을 가

정후 기초의 밑에 Dashpot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자유경계를 설정후 Dashpot를 설

치하여 분산감쇠를 고려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댐기초암반을 비질량모델로 형성한 후 댐체에 5% 감쇠를 줘서 발산감

쇠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동적 탄성해석시 사용하기도 했다.

(마) 압축 및 전단파괴에 대한 검토

콘크리트의 압축파괴를 검토하기 위해 발생되는 압축응력을 압축강도와 비교하

며 전단파괴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댐 저면에서의 각 지점별 최소국부전단마찰

안전율을 검토한다. 이 경우 국부전단안전율이 1.0이하인 구역이 일부 있어도 지

속시간이 짧으면 제체안전에 문제없다고 판단 가능하다. 양압력은 댐의 전단파괴

에 기여토록 한다.

(바)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

콘크리트 댐은 통상 댐 제체내에 여수로 및 발전용 취수구조물 등이 삽입된 형

태로 설치된다. 즉, 댐 제체인 비월류부내에 여수로인 월류부 및 취수블럭 등이

삽입되어 일체구조물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댐의 내진성능 평가 시에는

비월류부 뿐만 아니라 특이단면부에 대해 모두 평가를 실시한 후 가장 안전성이

적은 시설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댐의 내진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수로

피어부, 공도교 등 댐축방향의 지진력에 영향을 받는 부재는 댐축방향의 지진력

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방법은 여수로에 대한 검토방법을 참

조한다.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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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

기초암반과 댐체의 상호작용(SSI)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암반을 모델링할 때는 분

산감쇠를 고려한 질량모델이나 점탄성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댐의 경우 기초

가 거의 없으므로 Kinematic interaction(기초구조물에 의한 지반지진력감소 작

용)은 적으며 Inertial interaction(댐체의 발생관성력에 의한 지반지진력증가 작

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이때 radiation damping(기초암반의 방사감쇠)이 고려되

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그간 비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이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암반폭도 이에 준해 왔다. 외국에서 질량모델을 채택시 댐체높

이 2배 정도의 암반깊이를 취하고 댐체외부 암반폭은 상하류측으로 각 댐체높이

3배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비질량모델을 채택시 이에 준할 수

있다.

(아)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

저수지 물과 댐체의 상호작용(FSI)을 고려하기 위해 저수지 물을 모델링할 때는

Weestergard 공식 등에 의한 부가질량을 사용하거나 유체모델을 사용한다. 그런

데 필댐의 경우 이러한 FSI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통상 고려하지 않으며 콘크

리트댐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콘크리트댐 제체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

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해설표 4.3.4> 콘크리트댐 댐체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콘크리트 댐체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댐체 저면을 상하류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발생 여부

지 진 후 지체파
괴방지 가능 상태

발생된 균열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발생여부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동적 소성해석상세 설명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84 -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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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동적특성과 유체-구조물-암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진하중 작용시와 지진 후 여수로의 동적거동을 분석

하도록 한다.

필댐 여수로에 대한 동해석의 상세는 콘크리트 댐체의 월류부에 대한

동해석을 준용한다.

4.3.10 필댐 여수로에 대한 동해석

여수로의 형식은 콘크리트댐의 월류부로 사용되는 여수로와 필댐의 양

안부에 설치되어 있는 월류부용 여수로가 대표적이다. 콘크리트댐 여수로

와 필댐 여수로는 양안부구조물, 피어구조물, 수문, 권양기, 조작반, 비상

발전기, 공도교/권양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댐 여수로는 양안부구

조물이 필댐체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필댐의 경우 여수로가 양안

부 구조물과 월류웨어로만 형성된 경우도 있다.

본 장에서는 여수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중 수문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수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별도 장

에서 규정하였다. 콘크리트댐의 월류부로 사용되는 여수로에 대한 내진성

능평가는 콘크리트댐 편을 사용하며 단지 댐축방향지진력 작용시 피어부

위의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본 장을 사용한다.

여수로의 내진성능평가는 콘크리트댐의 월류부구조물에 준하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피어부/웨어부는 상하류방향의 지진력에 대해, 양안부구

삭제

제 5 장 여수로 내진성능 상세평가

5.1 일반사항

[삭제]

여수로편 별도 설정으로 불필요내

용 삭제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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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은 댐축방향 지진력에 대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피어부구조물은

피어의 댐축방향 지진력에 대한 내하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철근상세, 기전설비 앵커의 규격상세, 토질정수 등이 보

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조사로도 그 물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여타 댐의 유사한 구조

물의 도면 등을 참조하고 전문가자문을 통해 필요한 물성을 추정할 수 있

다.

여수로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정성 및 내하력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 등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여수로구조물은 콘크리트댐의 월류부구조물에 준하여 상세 1단계 평가

를 실시하며 만일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2단계 평가

를 실시한다. 여수로에 대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

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한 댐의 구조물은 가능최대지진하

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양

안부 및 피어 구조물의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이 1단계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경우엔 여수로 피어부재에 대한 동적소성해석만을 실

시후 여수로의 “저수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5.2 여수로 내진성능 평가절차

5.2.1 일 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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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부 및 피어 구조물은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을 콘크

리트댐의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 후 피어 부재의 내하력을 검토한다. 단,

양안부 구조물이 필댐체와 만나는 경우 접촉부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댐설계기준의 복합댐 접속부 설계조항 등을 참조한다. 양안부

구조물이 양안의 암반사면을 만나는 경우 접촉부의 접합강도 등을 안정성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과 강도감소

계수는 콘크리트구조기준해설(2017, 콘크리트학회)에 준한다.

1. 또는

2. 또는

여기서, D : 고정하중, Hv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연직하중

L : 활하중, Hh : 흙, 지하수 등에 의한 수평하중

E : 지진하중, S : 설하중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0.85, 압축 0.65,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75

상기의 하중조합 하에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휨외력과 전단

외력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재에서 충분한 내하력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

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5.2.2 1단계 평가

해설

지진시 토압은 수정 모노노베-오카베 공식을 활용한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식(5.1)       

여기서,  : 깊이 x(m)에서의 지진시 주동토압 강도(kN/m2)

 : 지진시 주동토압계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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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시 지표 재하하중 (kN/m
2
), 활하중은 제외

 :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3)

가. 배면이 흙과 콘크리트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사질토                                  

나. 배면이 흙과 흙인 경우

      모래 및 모래자갈              

      사질토                      

여기서,  : 수평지진계수

식(5.1)은 지하수위 상부의 흙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수위 하부의 흙에 의한 지진

시 토압은 식(5.2)에 의한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를 산출하여 식(5.1)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

′∙′

∙
′∙∙′

×          식(5.2)

     

여기서, 
′ : 수중의 겉보기 수평진도

 : 지하수위 상부 흙의 단위체적중량 (kN/m
3
)

′ : 지하수위 하부 흙의 수중단위체적중량 (kN/m3)

 : 물의 단위체적중량 (kN/m3)

 : 지하수위 상부의 토층 두께 (m)

 : 지하수위 하부의 토층 두께(m)

′ : 지진시 지표면 재하하중 (kN/m
2
)

 : 지반면 수평지진계수

지진 시 수동토압은 필요시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18, 해수부) 값을 취할 수 있

다.

구조물의 한쪽면에서 지진시 주동토압을 받는 경우 구조물의 반대쪽면에 토사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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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지진 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조합은 콘크리트

구조기준해설(2017, 콘크리트학회)을 취하되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

수는 5%만큼 감소시킨다.

이때, 적용할 강도감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인장 1.0, 압축 0.8,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으면 토사를 지반압축스프링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떄 필요한 지반스프링값은

도로교설계기준해설(2008, 대한토목학회)를 참조한다.

5.2.3 2단계 평가

해설

동적소성해석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작성된 “水力発

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日本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의 경

우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기법 등을 활용한 소성해석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평균응력-평균변형율 기법 등을 활용한 소성해석기법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비선형해석의 한가지 방법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평균적

인 일체로서의 거동을 항복점이후까지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해석방법을 평균응

력-평균변형율 기법이라 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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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에서 철근콘크리트 압축특성은 콘크리트압축강도그래프로 나타낸다(鐵筋コ

ンクリ―ト終局强度設計に關.する資料, 日本建築學會, 昭和62 등)

<해설그림 5.2.1> 콘크리트 압축강도 그래프

콘크리트압축응력은 압축강도이후 strain softening현상을 보이며 강성잔류율 K를

가진다.

<해설그림 5.2.2> 단순화 된 콘크리트의 이력 모델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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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강도에대한변형률 일반적으로 로해도무방

max
′  기존의압축변형률의최대값


′ 소성변형률

 탄성강성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인장특성은 콘크리트가 인장강도이후에도 강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 철근만의 인장강도보다 높은 철근콘크리트로서의 인장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을 철근과 콘크리트의 평균변형량 곡선으로 고려함으로서 실제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인장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해설그림 5.2.3>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모델

이를 위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인장영역에서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은 아래와 같

이 적용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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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5.2.4> 콘크리트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

<해설그림 5.2.5> 철근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

이때, 콘크리트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에서 은 0.0001, 은 0.0002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성잔류율 K를   


로 취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인장강도는

0.23fck
2/3(N/mm2)을 취한다. C는 이형철근 사용 시 0.4를 취한다.

철근의 평균응력-평균변형율에서 철근만의 Straining harding점의 변형율을 결정

후(예 : SD30은 2% 변형율) 평균응력-평균변형율상 철근의 항복후 Straining

harding 직선을 0.01Es(철근탄성계수)의 경사를 가지도록 취하면 평균응력-평균변

형율상 철근의 항복응력과 항복변형율을 알수 있다. 강성잔류율 K를 Es로 가정할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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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동적 소성해석후 댐의 “비상대처기능” 및 “홍수방어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문의 가동성을 확인해야 한다.

- 게이트가동성 판단 기준

게이트 가동성은 수문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댐 수문의 대표적인 롤러게이트와

레디얼게이트의 가동성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여타 수문의 가동성은 이를 참

조하여 적절히 기준을 적용한다.

<해설표 5.2.1> 수문의 형태에 따른 게이트 가동성 판단 기준

검토항목 롤러게이트 레디얼게이트

지진 중 피어와 충돌에 의한 

손상
피어변형량≦허용변형량 피어변형량≦허용변형량

지진 후 가동성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피어 변형량≦허용변형량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피어 변형량≦허용변형량

① 롤러 게이트

롤러게이트는 문틀에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며 지진중 게이트가 언주와 충돌

하지 않토록 지진중 언주의 최대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이내에서 발생되는지 확인

한다. 이를 위해 지진중 발생하는 언주의 상하류 방향 및 댐 축방향 최대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 이내인지 확인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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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그림 5.2.6> 롤러게이트의 댐축방향 및 상하류방향 가동범위 예

또한 지진 후 게이트가 문틀내에서 원할히 작동해야 홍수 등에 대처할 수 있음으

로 작동가능성을 판단한다. 롤러게이트의 지진후 즉시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

주의 허용변형각은 아래와 같다. 지진후 문주에 생긴 상하류방향 및 댐축방향 잔

류변형으로 인한 변형각이 허용변형각 이내인지와 잔류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이

내 인지를 확인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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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롤러간격또는 문비높이
  롤러직경또는 문비두께
  문틀폭

  cos
  

  


  수문높이
  수문폭또는 사이드롤러간격
  기둥사이의 문틀의 폭

<해설그림 5.2.7> 지진시 허용변형각

(상하류방향)

<해설그림 5.2.8> 지진시 허용변형각

(댐축방향)

롤러게이트의 지진 후 보수 후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언주 또는 문주의 허용변

형량은 언주 또는 문주 높이의 1/100이내여야 한다. 지진 후 언주 또는 문주에 생

긴 잔류변형량이 허용변형량 이내인지를 확인한다.

② 레디얼 게이트

레디얼게이트는 문틀이 없는 상태이며 지진중 게이트가 언주와 충돌하지 않토록

언주의 사이드롤러위치에서의 지진중 최대변형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이내에서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지진중 발생하는 언주의 댐축방향 최대변형량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 이내인지 확인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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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5.2.9> 사이드롤러 여유폭

지진 후 게이트가 원활히 작동해야 홍수 등에 대처할 수 있음으로 지진 후 게이

트의 작동가능성을 판단한다. 레디얼게이트의 지진 후 즉시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

한 언주의 허용변형각은 잔류변형이 사이드롤러의 여유폭과 같다고 가정하여 구

한다. 지진 후 언주에 생긴 댐축방향 잔류변형으로 인한 변형각이 허용변형각 이

내인지와 잔류변형량이 롤러의 여유폭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

<해설그림 5.2.10> 허용변위 및 허용변형각 계산 위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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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교/권양교의 내진성능평가는 받침에 대한 평가와 발생변위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며 외국의 경우 공도교/권양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낙교

방지를 위한 발생변위검토만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붕괴방지수준 지진

력 또는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발생변위(낙교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할 수 있다.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는 기기자체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

고 이들 설비를 여수로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앵커의 내하력만을 검토한다.

지진시 이들 설비는 전도와 활동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1차평가

시엔 댐체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의 2배 지진력에 의한 앵커의 응력과 허

용응력을 비교하며, 2차평가시엔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또는 MCE지진력

작용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에 의한 앵커의 응력과 항복응력을 비교한다.

권양기무게중심에 지진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앵커에 발생하는 인장

력과 전단력을 구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이하인 것을 조사한

다. 허용전단력은 허용축인장력의 

배이다. 압축력은 콘크리트와 앵커

가 분담하므로 별도 계산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앵커주변 콘크리트의

강도는 별도 고려하지 않는다. 단, 부착력만에 의해 축인장력을 발휘하는

경우엔 콘크리트부착강도(
 )을 고려한다.

레디얼게이트의 지진 후 보수 후 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언주의 허용변형량은

언주높이의 1/100여야 한다. 지진 후 언주에 생긴 잔류변형량이 허용변형량 이내

인지를 확인한다.

5.2.4 공도교/권양교와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

해설

받침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원하면 공도교/권양교에 대한 정역학적 평가인 1단계 평가

에선 댐체 지진력의 2배 지진력을 작용하며, 동역학적 평가인 2단계 평가에선 작용

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발생변위검토를 위한 피어의 거동계산시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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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로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

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엔 1단계 평가에서 댐체지진력을 적용하며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

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권양기에 작용하는 지진력과 이로 인한 앵커력은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다.

<해설그림 5.2.11> 권양기에 작용하는 지진력과 이로 인한 앵커력

5.2.5 여수로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여수로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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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철근파단 변형율)

지진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 배

권양기,

조작반,

비상발전기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공도교

/권양교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피어 변형량 ≦ 받침지지길이/2

피어 변형량 ≦ 여유간격-온도변화량

<표 5.2.1> 여수로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댐의 수문은 보통 레디얼게이트나 롤러게이트를 사용하며 이들 수문의

지진시 거동은 이들 수문이 지지되는 여수로구조물의 거동에 지배된다.

이들 수문은 댐 제체의 일부로서 “저수기능”, “비상대처기능”과 “홍수방어

기능”을 가지는 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롤러게이트 및 레디얼게이트의 형상은 <그림 6.1.1>에 나타내었다. 레디

얼게이트는 모든 하중이 트러니언과 앵커리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트러니

언과 앵커리지의 설계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문 내진성능 상세평가

6.1 일반사항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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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롤러게이트의 상세

(b) 레디얼게이트의 문비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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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c) 레디얼게이트의 앵커리지

(d) 레디얼게이트의 트리니언

<그림 6.1.1> 게이트의 상세

수문에 대한 설계 시 상시만수위(지진하중 적용), Surcharge수위(지진하

중의 절반 적용), 홍수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 후 단면을 결정한다.

이때, 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강재의 허용응력을 50% 상승시켜서 검

토한다. 이에 따라 수문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일반적으로 설계홍수위시가

상시만수위 혹은 Surcharge수위에 대하여 지진하중을 적용한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존 수문의 경우 홍수위에 대한 설계가

확인되면 상세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지진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

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 하에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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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세 1단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댐의 부

대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방안 수립 연구(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등은 여수로를 준용한다.

수문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여수로 구조물의 소성해석

2. 여수로 구조물의 수문 고정부에서의 응답가속도 측정

3. 응답가속도를 활용한 수문의 동적소성해석

4.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발생력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동적 소성해석 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아래와 같은 소성해석기법을 사용 가능하다.

6.2 수문 내진성능 평가절차

6.2.1 일 반

6.2.2 2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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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러게이트의 경우

가. 보강재에 대한 휨인장 및 압축, 전단 검토

나. 보강재에 대한 국부좌굴검토(휨압축 플랜지 부재)

다. Skin plate를 포함한 전체 부재에 대한 Von Mises응력을 검토. Von

Mises응력이 항복변형율의 2배(주요부재), 10배(보조부재) 이내 인지

검토. 이때, 항복응력 이후의 변형율 계산에는 에너지일정법칙을 적

용한다.

라. 모델링하지 않는 부재의 검토

(1) 롤러, 롤러베어링, 롤러축

(2) 문틀(주변 콘크리트의 지압 및 전단응력, 롤러레일 웹의 전단 및

지압응력, 롤러레일 저면 플랜지의 휨응력)

마) 수밀부에 대한 검토

<그림 6.2.1> 항복응력 이후의 변형률 계산 예

2. 레디얼게이트의 경우

가. 휨인장 및 압축, 전단 검토

나. Arm 및 Truss 부재에 대한 축압축 및 인장 검토. Arm의 강축은

전체길이를 취하고 약축은 지지점들 길이로 분절하여 축압축(전체좌

굴) 강도계산

다. Skin plate를 포함한 전체부재에 대한 Von Mises응력을 검토. Von

Mises응력이 항복변형율의 2배(주요부재), 10배(보조부재)이내인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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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때, 항복응력이후의 변형율계산에는 에너지일정법칙을 적용

한다.

마. 휨압축플랜지, Arm 및 Truss 부재에 대한 국부좌굴 검토

바. 트리니언에 대한 검토(부쉬, 쓰러스트워셔, 트리니언핀)

사. 앵커거더에 대한 검토

아. 앵커Frame에 대한 검토(축방향력, 부착응력, 콘크리트전단응력 및 지

압응력)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문의 앵커리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해설

상기의 절차 수행 시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ル” [日本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 2012], 大規模地震に對するダム耐震性能照査に關する資料[國土

交通省 國土技術定策綜合硏究所, 2005], ダム·堰施設技術基準[ダム·堰施設技術協會,

1999 및 2011] 및 水門鐵管技術基準[水門鐵管協會, 2007]의 참조가 필요하다. 강재

에 대한 지진해석시 허용되는 응력은 1.5배를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6.2.3 앵커리지 상세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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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앵커리지 각형식의 개념도

1. PC앵커리지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는 것으로 한다.

가. PC강재의 허용응력은 지진시의 할증을 하지 않을 것.

나. 도입력은 콘크리트의 탄성변화, 크립(Creep), 건조수축, PC강재의 릴

랙세이션(Relaxation)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콘크리트 강도는 충분할 것.

라. PC강재의 방청에 충분히 배려할 것.

2. PC 앵커리지의 구조적 검토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PC앵커리지에서는 PC강재와 지지거더의 접합부가 대기 중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아 부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PC강재의 허용응력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보다 낮게 정한다.

나. PC강재의 길이는, PC강재의 인장력에 의해 콘크리트가 전단파괴를 일

으키지 않는 길이로 한다. 콘크리트의 유효 전단면은, 일반적으로 2면

을 생각한다. 또한, 응력분산을 위해 개별적인 PC강재의 길이를 변화

시켜서 적용한다.

다. 정착부는 콘크리트에 생기는 인장응력에 대해서, 또 응력 분산을 위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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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해 라멘형태, U자 형태, 격자 형태의 철근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

다.

라. PC강재를 지지하기 위해 긴장 후, 시스 내는 PC그라우트로 충분히

충진하여 피어 콘크리트와 일체화 한다. 긴장부에서 공기 중에 노출

된 부분은 방청재료로 보호한다.

댐에서의 수로터널은 가배수로터널을 활용한 또는 별도 건설된 용수공

급용 도수터널과 최근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터널식 보

조여수로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수로터널은 수로터널 입구부구조물,

굴착터널, 조압수조, 출구부 구조물로 구성되며 일부 구간이 압력관, 개착

터널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입구부구조물은 취수탑과 일체화되는 경우

도 있으며 출구부구조물은 발전소와 일체화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와 국내에서 댐의 수로터널에 대한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

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참고할 만한 설계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굴착(개착)터널은 교통터널, 공동구 등의 설계기준과

상수도 수로터널에 대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압력관은 상수

도관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할 수 있다.

제 7 장 수로터널 내진성능 상세평가

7.1 일반사항

해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문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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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터널의 지진시 거동 및 내진설계에 관한 각종 기준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日本土木学会(2016) “トンネル標準示方書”

- 산악터널은 주변산지와 일체로 거동하므로 지표구조물에 비해 지진의 영향이

적고 내진성이 풍부하며 따라서 건전한 터널은 지진피해를 받은 경우는 적다. 그

간의 피해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 터널의 토피가 적으면서 단단하지 않은 지중에 설치된 경우

- 토피가 적은 터널 입구부는 사면붕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터널이 지질불량구간에 설치된 경우

3. 터널이 활성단층과 교차하는 경우

<해설그림 7.1.1> 산악터널의 지진피해 형태

그러나 산악터널은 상기의 조건에 해당되어도 내진검토를 하는 사례는 적다. 다

만, 터널의 상황을 고려하여 내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토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 (사)한국터널공학회 (2009) “터널설계기준해설서”

- 터널의 내진설계 대상지역 및 구조물은 아래와 같다.

1. 지반이 취약한 터널의 갱구부 및 주요접속부

2.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

3. 천층터널 및 비대칭 지형구간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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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의 수로터널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4. 액상화가 우려되는 연약지반내 터널구간 등

◦ 経済産業省 原子力 安全保安院(2012) “水力発電設備の耐震性能照査マニュア

ル”

- 수로터널의 구조물중 입출구 구조물, 조압수조, 압력강관 등만을 내진평가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굴착터널은 제외하고 있다.

상기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댐의 수로터널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의 내진검토 필요

성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압력강관은 지표구조물로 터널에 비해 상

대적으로 지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댐의 굴착터널은 심층터널로 건전한 암반을 통과하므로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으면 지진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 갱구부도 건전한 암반

을 통과하면 갱구부 인근 사면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지진피해 가능성

은 적다.

그러므로 댐의 수로터널이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는 건전한

암반을 통과하면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압력강관을 우선 내진평

가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터널이 전술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굴

착터널에 대한 내진검토를 실시하며 본 요령 및 여타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적절

히 실시한다. 또한 개착터널 및 압력강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공동구 등의

설계기준과 상수도관로 내진평가요령을 참조하여 적절히 실시한다. 한편, 기존 시

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7.2 수로터널의 구조물 내진성능 평가절차

7.2.1 일 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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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후 기능성 검토

수로터널 구조물(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은 상세 1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만일 상세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

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구부와 출구부 구조물 및 조압수조 등은 지진시 안정성(전도, 활동,

지반지지력)을 확인 후 각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터널구조물 등

과 일체화되어 있고 구조물의 상당부분이 지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도 및 활동. 지반파괴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안전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유사정적해석 시 지진력은 수평지진력 만을 수류방향과 수류직각방향에

대해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조물의 지하부가 터널과 일체화

되어 있으면서 지중에 설치된 경우 지하부의 경우 수류직각방향에 대해서

만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원형구조로서 축대칭인 구조물도 수평 1개 방향

으로 만 지진력을 고려한다.

구조물이 물과 접하는 부위는 지진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동수압이 발생되며 원형단면의 경우 동수압 산정식은 “상수도시설 내진설

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환경부)”를 참조한다. 단, 동수압은 지중

토사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7.2.2 1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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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압수조는 평시 운영시의 수위조건하에서 동수압 등을 작용시키며 지

진과 서지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은 낮기 때문에 서지발생시의 수위를 고

려할 필요는 없다. 조압수조의 내진성능평가 시에 가장 엄격한 수위는 발

전 정지 중의 저수지 만수위이다.

한편, 연직동수압은 물무게에 지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지진 시 토

압은 여수로 편을 참조한다.

상기의 조건 하에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각 부재의 휨외력과 전단외력

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

재에서 충분한 내하력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

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해설

구조물의 상당부분이 지중에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유사정적

해석 시 진도법 또는 응답변위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진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진도법 또는 응답변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응답변위법 적용 구조물 

예시

지중 구조물

지상 탱크

지중 구조물

쉴드, 공동구 등

기립형

지상 구조물 지중 구조물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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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그림 7.2.1> 구조물의 지중 매입깊이 및 형상에 따른 유사정적해석법 적용

조압수조와 같이 원형단면을 가진 구조물의 내하력평가는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환경부)”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이때, 이들 수로터널 구조물에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지진시 안전성도 확인하여야 하며 여수로 등에서 사

용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사각형단면을 가진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다음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유수면을 가진 사각수조

① Westergaard의 보정식

  


∙ 식(7.1)

여기서,

  수심에서지진시동수압강도 

 물의단위중량 
 수평진도

 수조의수심
 수조의폭과수심의비에의한보정계수표참조

<해설표 7.2.1> Westergaard의 보정식에

의한 동수압 분포 β

B/H β

0.5 0.397

1.0 0.670

1.5 0.835

2.0 0.921

3.0 0.983

4.0 0.996

∞ 1.000

<해설그림 7.2.2> 동수압 분포도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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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② Housner의 근사식

 

 





tanh




여기서,

 : 수심 z의 지진시 동수압강도()

 : 수조폭의 1/2(m)

기타 기호는 식(7.1)과 동일하다.

2) 자유수면이 없는 사각수조

∙∙




 : 1벽면단위면적당 동수압

=수압면적×

가상질량∙의




따라서 중간벽은 전후에  ∙





 의 동수압을 받는다.

기타 기호는 식(7.1)과 동일하다.

자유수면이 없는 사각수조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다음 그림에 표시하였다.

<해설그림 7.2.3> 동수압 분포도(자유액면없는 수조)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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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지진시 안전성도 확인하여야 하며 여수로 등

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는 수평2축과 수직1축의 3개 방향의 지진력이 작용

할 수 있으며 터널 등에 의해 변형이 제한된 상태 등을 감안하여 작용하

는 지진력의 숫자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탄성변형량 등을 감안

하여 결정된 1개지진력에 대한 소성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적 소성해석 후 구조물이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

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

준은 아래와 같다.

7.2.3 2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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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철근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율)

지진 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피어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 배

권양기,

조작반
붕괴방지 및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표 7.2.1> 수로터널의 구조물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수로터널 중 굴착터널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수행한

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후 기능성 검토

수로터널의 굴착터널은 1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만일 1차 평가에서 불안

정으로 평가되면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요한 댐 등에 설치되어 지

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조물들은 가능최대지진 하에서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7.3 수로터널의 굴착터널 내진성능 평가절차

7.3.1 일 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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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터널은 일반적으로 터널 내부를 무압력 터널로 해석하나, 외수압과

내수압의 변화가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압변화를 고려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굴착터널은 주위가 지반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발산감쇠가 크고 관성력

에 의해 지반 속에서 자유롭게 진동하지 않으며 지반의 변위에 추종한 움

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터널에 생기는 관성력에 의한 영향보다도 주변지

반의 상대변위에 지배된다. 따라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여 지진 시에 생

기는 지반변위를 구조물에 강제적으로 부가하여 터널라이닝의 응력을 산

정한다.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연속체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지반 요소는 터널과 완벽

하게 부착되었다고 가정하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용)에서 계산된

변위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강제적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터널라이닝의 응력

또는 변형량을 계산한다. 연속체 수치해석은 구성모형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답변위법의 적용 시는 선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7.3.2 1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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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응답변위법 해석 순서도 및 종류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활성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이 없으면 갱구

부 단면이 가장 취약하므로 이들 단면을 해석하게 되며 이들 단면은 대개 철근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닝에 대한 구조해석 후 라이닝

의 응력 또는 내하력을 계산하여 허용강도 또는 내하력 이내인지 확인하게 된

다. 이때, 지진력은 수류직각방향으로 작용한다.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의 응력검토시 아래와 같은 휨응력 및 전단응력을 검토한

다(국토해양부 (2010) “도로설계편람 제6편 터널”).

  


± 


   



허용휨압축응력(MPa) : 0.4 

허용휨인장응력(MPa) : 0.13

허용전단응력(MPa) : 0.08
지진시 증가계수(1.33) 적용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의 경우는 발생되는 휨 및 전단외력을 계산후 콘크리트구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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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설계기준해설(2017,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내하력계산방법에 따라 내하력을 계

산후 발생외력이 내하력이내인지를 검토한다. 이때, 하중증가계수를 고려해야 한

다.

상기의 조건 하에서 라이닝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각 부재의 휨응력과 전단응력

이 허용응력이내인지 또는 휨외력과 전단외력이 휨 및 전단에 대한 강도이하인

지를 확인한다. 만일 구조물의 각 부재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

지 않으면 2차로 동적해석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무근콘크리트 라이닝의 응력검토시 축방

향응력은 압축 및 인장 모두를 검토해야 하며 허용강도는 아래와 같은 댐

설계기준상 콘크리트의 강도산정식을 활용하되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지

진하중에 대한 증가계수(1.3)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콘크리트 축방향 압축강도 : ×

- 콘크리트 축방향 인장강도 : ×

- 콘크리트 전단강도 :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의 경우는 여수로에서의 내하력평가방법을 준용하

여 발생되는 휨 및 전단외력을 계산후 내하력을 검토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해설

응답변위법은 특별히 지하구조물의 내진계산을 위하여 고안된 유사정적 해석법의

일종으로 동적인 지반운동을 정적으로 변환하는 점은 진도법과 같으나, 관성력이

아니라 변위를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측된 지반변위를 통

해 터널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해, 해석해, Frame 해석, 연속체 수치해석

총 4 가지이다.

7.3.3 2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해설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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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구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기법을 활용한다.

이때, 굴착터널은 일반적으로 연속체 수치해석을 실시한다. 지반 요소는

터널과 완벽하게 부착되었다고 가정하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용)에서 계산된 가능최대지진 하에서의 변위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연속

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터널라이닝의 응력 또는 변형량을

계산한다. 연속체 수치해석은 구성모형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차원지반응답해석(SHAKE 등 활용)에서 계산된 변위

를 측면경계와 상부에 연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선형모델

을 적용할 수 있다. 수로직각방향지진력(지반변위)을 사용하며 필요시 연

직지진력을 조합한다.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들 구조물에 대한 동적 소성해석 후 구조물이 가능최대지진 하

에서 지진 중 붕괴되지 않으며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무근콘크리트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 상태

작용응력 ≦ 허용 강도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

철근콘크리트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발현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철근

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율)

<표 7.3.1> 라이닝의 한계상태와 조사 기준

굴착터널의 동적 해석을 좀 더 상세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한국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수로터널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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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터널)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2011)’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취수탑은 평시엔 선택취수설비로서 사용되며 지진 후 댐체의 이상징후

시엔 저수지수위저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댐의 취수탑

은 지진 후 대도시 용수공급을 위해 즉시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댐의

내진측면에서 중요한 시설이다.

취수탑의 경우 수도의 취수시설로서 취수탑내진기준을 정하는 연구결과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가 설계 시

적용되고 있으므로 1단계 평가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1단계

평가결과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붕괴방지수

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

한 댐의 구조물은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

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취수탑의 내진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 및 내하력의 검토

제 8 장 취수탑 내진성능 상세평가

8.1 일반사항

8.2 취수탑 내진성능 평가절차

8.2.1 일 반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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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후 기능성 검토

취수탑의 수위 조건은 저수지 수위, 탑내 수위 모두 만수위일 때가 가장

엄격한 조건이 되나 그간의 운영수위를 감안하여 관리주체가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원형 단면을 가진 취수탑의 취수탑 내외면에 발생하는 동수압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환경부, 1999)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선택취수문비는

주물밸브로 강성이 크므로 콘크리트벽체와 유사한 동수압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 凹형 단면을 가진 취수탑의 외부 동수압은 취수탑 폭이 유한하기 때문에

일본 산업성의 매뉴얼에 따라 무한 길이의 직립벽을 가정하는 Westergaard식에 의

한 값의 70% 정도로 보고, 내부동수압은 유한한 수면을 가진 경우이므로 수정

Westergaard식을 적용가능하다. 이때, 직선형 선택취수문비는 아래와 같은 동수압을

선택하며 외부동수압만을 적용한다.

<해설그림 8.2.1> 직선형 선택취수문비 동수압

′∙∙


∙








, 그러나   

여기서, ′ : 저수지 수면에서 수심h인 점의 높이방향 단위길이 당 수중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동수압 ()

 : 저수지 수면에서 동수압 작용하는 점까지의 수심(m)

 : 저수지 수면에서 기초지반면까지의 수심(m)

 : 지진방향에 평행한 수중구조물의 변길이(m)

 : 지진방향에 직각인 수중구조물의 변길이(m)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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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취수탑구조물과 관리교 피어는 여수

로의 비선형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지진중 및 지진후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관리교 상부구조의 낙교 또는 취수탑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여수로 공도교의 예를 따른다. 이를 위해 관리교 교대와 취수탑의

기초는 동일 거동한다고 가정한다. 낙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공급도 확보된다.

취수탑구조물의 전도는 합력의 작용위치가 기초저면이내이면 발생되지

않으며 활동은 마찰계수만을 고려하여 안전율이 1.0이상이면 발생하지 않

는다. 기초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지반

의 강도이내이면 기초지지력도 확보된다.

취수설비가 경사면 근처에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지진에 의한 경사면 붕

괴에 의해 취수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면의 지진

 : 수중구조물 외측 단면적( )

 : 물의 단위중량( ),  : 설계진도

  ′



여기서,  : 선택취수문비에 작용하는 높이방향 단위길이 당 동수압()

B : 수문의 폭(m)

8.2.2 2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해설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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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시 안정성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면 안정의 조사를 행할 필요

가 있다.

취수 설비 하류에는 각종 형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로가 있어 이것

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유수 차단이 가능한 설비가 취수 설비

뿐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수 설비의 지진 후 유수 차단

기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취수구 게이트의 폐쇄에 의해 유수 차단

을 행하기 때문에 취수구 게이트 조작을 위한 전원 확보, 제어 장치의 건

전성 조사가 필요하다. 단, 이들 수로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엔

취수 설비의 지진 후 유수 차단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지진 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수문, 권양기, 조작반 등의 내진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여수로의 경우를 참조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공중에 매달려 있는 수문은 내진성능평가가 불필요

하며 물속에 잠겨 있는 수문은 여수로 수문과 달리 한쪽방향으로 작용하

는 정수압이 없고 지진하중(관성력 및 동수압)이 작으므로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정성적인 내진안전성의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취수탑 정부에 위치하는 권양기, 조작반 등은 정역학적 평가인 1

단계 평가에선 취수탑체 지진력의 2.33배 지진력을 작용하며, 동역학적 평

가인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관리

교의 발생변위검토를 위한 취수탑의 거동계산시엔 1단계 평가에서 취수탑

지진력을 적용하며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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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대상 부위 확보필요 성능 성능 판정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지진 중 붕괴방지 가능 상태

작용력 ≦ 허용 내력

혹은 발생 변형 ≦ 허용

변형(철근항복변형의 2배 또는

변형율경화 변형치)

지진 후 게이트가 개폐 가능한
상태

취수탑 변형각≦허용변형각

그리고/또는 변형량≦허용변형량

설

비

수문 작동 가능 상태 주요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2배
보조 부재 변형≦ 항복 변형의 10 배

권양기,

조작반
작동 가능 상태 앵커 작용력 ≦ 허용 내력

관리교 작동 가능 상태
변형량 ≦ 받침지지길이/2

변형량 ≦ 여유간격-온도변화량

<표 8.2.1> 취수탑의 확보필요 성능과 성능 판정기준

해설

일본의 경우 취수탑 모델링 시 솔리드요소와 Rebar요소를 사용하여 취수탑을 모

델링하고 기초콘크리트는 발생응력을 탄성한도로 제한하면서 철근은 배치하지 않

아 해석을 간편히 하기도 한다. 취수탑 기초가 주변 암반에 강결되었으면 주변 사

면암과의 접촉부는 스프링으로 처리하고 취수문비와 스크린은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수평지진력에 대한 무반사경계를 고려하기도 한다. 재료 및 분산감쇠로서

2% 감쇠비를 취하고 이력감쇠는 비선형특성으로서 고려하기도 한다.

[참조]

관리교 받침부의 내진성능평가를 원하면 받침부 교좌장치의 설치상태(가동 또는

고정)를 검토하여 1단계 평가에선 필요시 취수탑체 지진력의 2.33배 지진력을

작용하고 2단계 평가에선 작용지진력에 의해 증폭된 지진력을 작용한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신설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취수탑 편 해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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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발전소는 필댐의 경우 댐체와 떨어져서 독립된 구조물로 시공되는 경우

가 많으며, 콘크리트댐의 경우 발전소가 댐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발전소는 수력발전을 위한 콘크리트 구체 및 발전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부공간은 사무실, 지붕 등의 건축구조로 조성된다.

필댐 발전소의 경우 지진시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내진설

계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댐 발전소는 지반-구조물-유체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내진설계가 되어야 한다.

발전소 및 댐 제어통제실은 지하 및 본체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등을 적용하며 지상부의 필요부위는 �

건축구조 설계기준해설(대한건축학회, 2016)� 등을 적용한다. 발전소가 댐

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엔 댐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지하발전소는 주위가 지반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발산감쇠가 크고 관성

력에 의해 지반 속에서 자유롭게 진동하지 않으며 지반의 변위에 추종한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지하발전소에 생기는 관성력에 의한 영향보다도

주변지반의 상대변위에 지배된다. 따라서 응답변위법을 사용하여 지진 시

에 생기는 지반변위를 구조물에 강제적으로 부가하여 구조물에 발생되는

외력을 산정한다. 지하발전소는 수로터널의 내진성능평가기법을 준용한다.

해외와 국내에서 댐의 발전소에 대한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참고할 만한 설계규정이 없는 것

이 현실이므로 1단계 평가시 발전소의 내진성능평가는 댐설계기준 등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1단계 평가에서 불안정으로 평가되면

상세 2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 평가시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

의 동해석은 댐설계기준에 근거해 실시하면 되며 중요한 댐의 구조물은

제 9 장 발전소 내진성능 상세평가

9.1 일반사항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발전소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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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가능최대지진하에서 동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가능최대지진 하에서의 2단계 평가 시에는 지반-구조물-유체의 상

호작용을 감안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발전소를 하나의

구조물로 모델링하여 지반-구조물-유체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구조계산

후 각 부재의 내하력, 변형량 등을 검토한다. 구조계산에 의해 발생된 각

부재의 지진력 하에서의 소성거동은 부재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

며 발전소 내 제반설비는 기기자체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이

들 설비를 발전소구조물에 고정시키는 앵커 등의 내하력만을 검토한다.

한편, 기존 시설물의 물성확인 및 하중조합과 강도감소계수는 여수로를

준용한다.

[참조]

(a) 종단면도 (b) 횡단면도

<해설그림 9.1.1 > 발전소 단면도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발전소 편 신설



제10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125 -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발전소 구조물의 내진평가 절차는 각 호와 같은 주요 절차를 수행한다.

1. 건설도서 검토와 구조물의 재료시험과 지반조사 등을 통한 물성의 확

인

2. 댐의 위치, 중요도, 지반종류에 따른 지진계수의 결정

3. 유사정적해석법에 의한 안전성 및 내하력의 검토

4. 소성해석 필요시 소성물성, 가능최대지진 시 지진파의 결정

5. 동적 소성해석법에 의한 내하력, 변형량 계산을 통한 지진 중 안전성

검토 및 지진 후 기능성 검토

1단계 평가 후 지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구조물은 2단

계 평가를 실시하며 붕괴방지수준 지진력 하에서의 동해석을 댐설계기준

에 근거해 실시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댐의 시설물 등 지진 후 즉각적인 성능발현이 필수적인 구

조물들은 1단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최대지진(MCE) 하에서의 동

적 소성해석 평가를 통해 지진 중 붕괴되지 않는지와 지진 후 즉각적인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동적 소성해석후 본체 매스콘크리트의 응력을 검토하여 콘크리트강도,

허용변형량과 비교하고 상부구조부재에 대해서는 단면력을 검토하여 소요

강도와 설계강도를 비교한다. 소요강도가 기존구조물에 적용하는 강도를

초과할 경우 소성해석을 실시하며 이는 여수로 등에서 사용하는 소성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9.2 발전소 내진성능 평가절차

9.2.1 일 반

9.2.2 2단계 평가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발전소 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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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보고서의 서술형식 및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반보고서의 서술형식

을 따를 수 있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문장 전후의 연결이 명확하여야 한다.

제 5 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5.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5.1.1 문장

한편, 동적소성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와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내진해석 시 설비위치에서 발생되는 지

진관성력을 사용하여 앵커의 내하력을 계산한다. 년중 가동하는 설비의

경우엔 지진 시의 진동에 더해 기계자체의 진동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

하기 위해 동적 증폭비를 적용할 수 있다. 유사정적 해석 시는 동적 증폭

비 2.5를 취한다. 앵커, 용접부 혹은 볼트와 같은 구조연결부 설계 시에는

지진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허용응력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여수로의 기전설비 내진성능평가 절차를 준

용한다.

보고서의 서술형식 및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일반보고서의 서술형식

을 따를 수 있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문장 전후의 연결이 명확하여야 한다.

9.2.3 발전소 기전설비의 내진성능평가

제 10 장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10.1 문장 및 보고서의 작성

10.1.1 문장

[신설]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발전소 편 신설

[수정]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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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별

해야 한다.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 댐의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보고서의 본문은 평가 흐름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1. 서론 :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범위

2. 현황조사보고서 : 지진하중,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

3. 예비평가보고서

4. 상세평가 1단계 보고서

5. 상세평가 2단계 보고서

6. 결론

7. 내진성능 평가표 : 평가 대상 댐의 기초자료와 내진성능 평가의 단계별 평

가결과를 요약한 평가표 작성 (부록 C 참조)

5.1.2 보고서 작성

5.2 현황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론서 및 전문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분명히 구

별해야 한다. 보고서의 편집순서는 다음을 따른다.

1. 표지

2. 속표지

3. 대상 댐의 전경사진

4. 제출문

5. 참여기술진

6. 요약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서지자료

보고서의 본문은 평가 흐름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1. 서론 :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범위

2. 현황조사보고서 : 지진하중, 기존자료조사, 현장답사

3. 예비평가보고서

4. 상세평가 보고서

5. 결론

6. 내진성능 평가표 : 평가 대상 댐의 기초자료와 내진성능 평가의 단계별 평

가결과를 요약한 평가표 작성 (부록 C 참조)

10.1.2 보고서 작성

10.1.3 현황보고서 작성

[수정]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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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2012)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안) 근거 / 사유

예비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예비평가 결과

3. 결론

상세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1단계 평가 보고서

가. 개요

나. 현장조사, 간편실내시험

다. 액상화에 대한 간편검토

라. 제체 안정성에 대한 간편해석

마. 결론

3. 2단계 평가 보고서

가. 개요

나. 동적물성치 산정 : 현장정밀조사, 실내시험 및 문헌조사 결과

다. 액상화에 대한 상세해석

라. 제체 안정성 및 변형에 대한 상세평가 : 동해석 결과

마. 결론

4. 평가결과표

5.3 예비평가 보고서

5.4 상세평가 보고서

예비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예비평가 결과

3. 결론

상세평가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1. 개요

2. 댐 본체 평가 보고서

1) 개요

2) 현장조사, 실내시험

3) 액상화에 대한 검토

4) 제체 안정성에 대한 해석

5) 결론

3. 여수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평가 보고서

1) 개요

2) 현장조사, 실내시험 및 문헌조사 결과

3) 액상화에 대한 검토

4) 안정성 및 변형에 대한 평가

5) 결론

4. 평가결과표

10.1.4 예비평가 보고서

10.1.5 상세평가 보고서

[수정] 문구수정



붙임 1 ｢기존 시설물(댐) 내진성능 평가요령(안)｣ 주요 개정사항

ㅇ (대상시설) 댐체 → 댐체+부대시설*(여수로, 수문, 수로터널, 취수탑, 발전소)

* 지진대책법 및 댐설계기준 반영 : 댐체 및 부대시설 내진 의무화

ㅇ (관련기준) 내진설계 일반(’18)* 및 댐 내진설계기준(’19) 등 

댐 관련 내진기준의 최신 제 개정현황 적용

*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17) 의 코드화 버전

ㅇ (지진세기 감소) 사용목표수명과 평가설계수명의 비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진세기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삭제*

*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행, 잔존수명 규정 곤란

ㅇ (동적 소성해석기법 추가)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4800년 

이상 지진력 작용시 사용되는 동적 소성해석기법 추가

ㅇ (필댐 본체) 동적 사면안정해석시 원호 설정방법* 제시

* 원호설정방법에 따라 안전계수 변동

ㅇ (콘크리트댐 본체) 상세한  동적 소성해석 방법* 제시

* 무근콘크리트부와 철근콘크리트부에 대해 각각 특성을 반영한 기법 적용

ㅇ (여수로) 상세한 1차 평가(유사정적기법) 및 2차 평가(동적해석기법) 방법

을 신규로 제시하며, 접속교량, 기전설비에 대한 평가도 요구

ㅇ (수문) 상세한 1차 평가(유사정적기법) 및 2차 평가(동적해석기법) 방법을 

신규로 제시하며, 수문과 구조물의 접합부*에 대한 검토기법 제시

* 문틀부, 롤러, 힌지부, 앵커부 등

ㅇ (수로터널) 상세한 1차 평가(유사정적기법) 및 2차 평가(동적해석기법)

방법을 신규로 제시하며, 암 굴착 터널의 경우 입출구부 구조물 

우선 평가 요구

ㅇ (취수탑) 상세한 1차 평가(유사정적기법) 및 2차 평가(동적해석기법) 방법을 

신규로 제시하며, 접속교량, 기전설비에 대한 평가 요구

ㅇ (발전소) 상세한 1차 평가(유사정적기법) 및 2차 평가(동적해석기법) 방법

을 신규로 제시하며, 발전소 본체 부위는 본 평가요령을 따르고,

지붕 등은 건축물 평가요령을 따르도록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