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형포트받침은 마찰력을 동반한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감쇠를 이용하여 지진에너지를 소산하는 마찰형 감쇠기
이다. 마찰형포트받침은 고무받침등의 복원장치와 조합 또는

마찰형포트받침은 복원장치와의 일체화 여부에 따라 조합형과
일체형으로 분류되어 사용된다.

일체로 사용된다. 마찰형포트받침의 이력특성은 강소성형이지만,
고무받침등의 복원장치와 조합 또는 일체로 사용될 경우의
복원력 특성은 Bilinear형상을 갖는다.

●

설계변위가 큰 구조물
(중/장대교량, 원자력 발전소, LNG저장탱크)에 적용된다.

마창형포트받침
교량

고무받침

LNG저장탱크

●

마찰형포트받침과 고무받침 등의 복원장치가 별도로 제작되어
설치한다.

●

설계변위가 큰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우수한 상부구조
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각종건축구조물

●

기존의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지진격리화
를 가능하게 한다.

●

교량

●

적용대상 구조물이 광범위하다.

●

뛰어난 지진에너지 소산성능으로 구조물을 지진으로부터

●

각종 건축 구조물

보호할 수 있다.
●

입력지진이 커질수록 감쇠성능이 증가하여 지진시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뛰어난 상부하중 지지능력으로 자중이 큰 구조물 및
장대교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

설계변위가 비교적 작은 구조물
(중/소규모 교량, 원자력 발전소, LNG저장탱크) 에 적용된다.

교량에 적용시 기존 받침과의 교체만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

마찰형포트받침과 원통형 고무받침이 일체로 제작되어 설치한다.

●

변형에 따른 수직하중의 지지능력이 일정하다.

●

우수한 상부구조물 지지능력 및 감쇠능력을 지니고 있다.

●

교량에 적용시 지진하중 감소로 인한 교각의 공사비를 절감

●

내구성이 우수하다.

할 수 있다.

●

시공이 간편하다.

마찰형포트받침을 이용한 지진격리시스템은 마찰형 감쇠기와
복원장치가 조합된 형태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진포트받침의 마찰면이 활동하기까지는 복원장치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Bilinear모델의 일차강성은 무한대가
된다. 복원장치는 마찰면이 활동하여야 작동하고, 복원장치의
수평강성이 Bilinear모델의 이차강성이 된다.

●

형 식 : 연속PC BOX거더교

●

교 량 등 급 : 1등급(내진 2등급)

●

설계활하중 : DB-24, DL-24

●

교 장 : 80+4@125+80=660m

●

폭 원 : 13.5m

●
●

STU를 이용한 내진설계
사용장치
① STU(Shock Transmission Unit)

●

②포트받침

마찰형포트받침과 고무받침을 조합한 지진격리 시스템
(고유주기 : 2.5초)

●

사용장치
① 마찰형포트받침 ② 일반포트받침 ③ 고무받침

Acceleration
(가속도응답)

●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

우수한 상부하중 지지능력으로 지진격리장치 크기를 최소화
시킨다.

●

지진강도별 적정 마찰감쇠 제공으로 지진격리시스템을
최적화한다.(내진성능 극대화)

●

풍하중, 충격하중등에 저항할 초기강성을 제공한다.

●

변위에 따른 수직하중 지지능력의 변화가 없다.
(납면진받침, 고무받침의 수직하중 지지능력 저하의

Period Shift
(고유주기 이동)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Period(주기)

단점 보완)
●

Creep, 온도변화에 의한 장기하중을 하부구조(교각등)에
전달하지 않는다.

Displacement
(변위응답)

Period Shift
(고유주기 이동)

●

지진시 받침의 변위가 작다.

●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

부반력을 지지하고 낙교를 방지한다. (교량용 마찰형포트받침)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
(변위 응답스펙트럼)
Period(주기)

교량용 마찰형포트받침
Acceleration
(가속도응답)

Increasing Damping
(감쇠증가)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

마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증가한다.
(일정속도 이후에 수렴)

●

지압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감소한다.
(일정압력 이후에 수렴)

●

온도변화에 따른 마찰특성의 변화가 없다. (일정한 감쇠)

●

변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가 없다.

Period(주기)

Displacement
(변위응답)

일반구조물용 마찰형포트받침

Increasing Damping
(감쇠증가)
마찰계수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
(변위 응답스펙트럼)

마찰계수

마찰속도

마찰속도

Period(주기)

마찰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

지압응력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

마찰형포트받침은 복원장치와 함께 구조물에 설치되어 감쇠성능이 우수한 지진격리시스템을 이룬다.

●

우수한 지진격리성능으로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한다.

●

지진하중이 증가할수록 내진성능이 증대된다.
(구조물의 안전성 증대)

●

지진별 적정 감쇠능력으로 최적의 지진격리시스템을 구성한다.

●

지진시 상판 관성력의 분산효과로 일부 교각에 지진력
집중현상을 방지한다.

지진격리교량의 진동대 실험광경 (실험장소 : MCEER, SUNY at Buffalo, USA)

지진격리시 응답의 감소율
(상판 가속도, 교각의 밑면 전단력)

지진격리장치의 힘-변위 이력곡선

지진격리시 교각 밑면전단력의 시간이력곡선(El Centro S00E)

●

해석 프로그램 : ABAQUS

●

사용요소 : BEAM 요소, 마찰 요소

●

입력지진 : 국내 인공지진(PGA: 0.07g-내진 2등급)

※전단력비 = (변경안의 최대 밑면전단력 / 기존안의 최대 밑전단력)×100
※내진 1등급(PGA=0.14g)적용시 교각의 밑면 전단력이 더욱 감소함.

입력 지진:국내 인공지진(PGA = 0.07g)

마찰계수와 교각의 고유주기 변화에 따른
응답가속도 스펙트럼
(지진격리된 교량의 주기 : 2.5초)

기존안과 변경안의 시간이력곡선 비교(교각의 최대 밑면 전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