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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가새와 강골조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해석모델은 력하 에 해서만 설계된 3층 3경간의 RC 모멘트 골조 건물이다. 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RC구조물

과 가새 합부의 응력/변형 분포 상태를 악하고, 합부의 응력 집 상을 방지하기 하여 철골 모멘트골조를 추가하

여 보강설계를 수행하 다. 내진보강을 한 가새는 일반 철골 가새와 비좌굴 가새의 두가지 종류의 가새를 용하고, 보

강 후 구조물의 강도  연성도를 비선형 정   동 해석을 통해 비교하 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추가되는 철골 모멘

트골조와 가새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연성능력의 증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되는 철

골 모멘트골조는 단면이 크지 않을 경우 강도의 증가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내진보강, 비좌굴 가새, 철근콘크리트

Abstract

In this study a seismic retrofit scheme for the reinforced concrete moment framed structures was investigated using steel 

bracing and moment frames. The analysis model structure is a 3-story 3-bay moment frame structure designed only for gravity 

load. The stress/strain concentration in brace-RC frame connection was investiga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o prevent 

premature joint failure, steel moment frames were placed inside of middle bay of the RC frame. Two types of braces, steel braces 

and buckling restrained braces(BRBs), were used for retrofit, and the ductility and the strength of the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retrofit were compared using nonlinear static and dynamic analy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the structure retrofitted by the moment frames and brace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added steel frame did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of lateral strength mainly because the size is relatively small.

Keywords : seismic retrofit, buckling restrained brace, reinforc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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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과 같이 극한 하 에 하여 구조물의 안 성을 보장

하기 하여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 인 에 지의 소산능력이 

매우 요하다. 특히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RC 건물의 경우 

지진에 취약할 수 있으며, 내진성능을 향상하기 한 다양한 

보강 방법이 용되고 있다(Moehle, 2000). 그 에서 가

새를 설치하여 보강하는 방법은 노후되어 균열이 발생하 거

나 콘크리트의 강도가 하된 구조물에 용될 경우, 가새가 

충분히 하 에 항하기 에 RC 구조-가새 합부에 큰 

응력이 집 하여 합부의 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강재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 

CAE(ABAQUS, 2005)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력하 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층 RC 건물의 가새 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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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가새 보강 

(b) 역 V형 가새 보강 

그림 1 유한요소해석 모델

 

면 면

(a) 각 가새 보강 모델의 보-가새 합부

 

면 면

(b) 역 V형 가새 보강 모델의 보-가새 합부

그림 3 각 합부의 압축변형(수평 변  7mm)

(a) 콘크리트

(b) 철근

그림 2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

괴 거동을 찰하고, 철골 골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검

토하 다. 한 Midas Gen(Midas, 2006)을 이용하여 해

석 모델의 비선형 정   동 해석을 수행하고, 추가되는 

철골조와 비좌굴 가새의 내진 보강 효과를 검증하 다.

2. 단층 RC 골조의 유한요소해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새로 보강할 경우 가새 구조물 

합부의 응력  변형상태를 악하기 하여 그림 1과 같

은 1층 1경간의 RC 골조를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모델의 높이와 경간은 각각 3.5m

와 6m, 보와 기둥의 크기는 400☓400mm이며, 3차원 솔리

드 요소로 모델링하 다. 그림 1(a)와 (b)는 RC 골조를 철

골 각 가새와 역V형의 가새로 보강한 형태이다. 가새 부재

는 H-150×150×7/10으로 구성하 다. 가새와 기존 구조물

은 합부에서 앵커볼트로 연결하 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이력모델은 그림 2와 같다.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

의 강도는 각각 18MPa  400MPa이다. 콘크리트의 강도

식은 Mander 등(1988)이 제안한 식을 사용하 으며, 철근

의 항복 후 강성비는 3%를 사용하 다. 가새에 사용된 철제

는 철근과 동일한 재료 이력 모델을 사용하 다. 콘크리트의 

한계 압축변형율은 띠철근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0.007로 

설정하 다(Park 등, 1975). 

그림 3은 수평 변  7mm에서 각 모델의 보-가새 합부

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체 모델의 해석결과 큰 압축

변형은 체 구조물 에서 극히 일부분에서만 나타나기 때

문에 그림 3과 같이 부분 으로 확 하여 표 하 다. 변형

률 0.007이상의 변형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 괴가 발생하

므로 이를 확인하기 해 압축변형률을 0부터 0.007까지 구

분하고,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차 으로 짙게 표

하 다. 그림 3의 결과에 따르면 각 가새와 역 V형의 가새

만으로 보강이 된 경우에는 합부에 국부 인 압축 괴가 

좀 더 범 하게 진행되었다.

표 1은 가새로 보강된 해석모델의 좌측 상단부에 횡력을 

가하고 비탄성 정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콘크리트가 한

계 변형률(ɛcu=0.007)에 이르 을 때의 수평변 와 인장 철

근의 최  응력, 가새에 작용하는 최  축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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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b)입면

그림 4 제 해석모델의 평면과 입면

해석 모델
수평 변  

(mm)

철근의 최  인장 

응력 (N/mm2)

가새의 축력 

(P/Pcr)

각 가새 5.6 174.7 0.883(압축)

역V형 가새 4.5 103.0
0.335(인장)

0.657(압축)

표 1 보-가새 합부에서 콘크리트가 한계 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수평변 와 철근  가새의 응력

(a) 기둥

기둥 단면 철근 배근

400 × 400 4-D25(D10@200)

(b) 보

보 단면 철근 배근

400 × 500

단부
상부근 3-D19

D10@200
하부근 2-D19

앙부
상부근 2-D19

하부근 3-D19

표 2 제 구조물의 부재 크기  철근 배근

(단 :mm)

각가새로 보강된 경우 수평 변  5.6mm에서 합부 콘크

리트의 변형률이 한계 변형률에 도달하 으며, 이 때에 철근

에 작용한 최  응력이 174.7 N/mm2, 가새에 작용한 축력

은 676kN으로 좌굴하 의 88%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각 가새로 보강한 경우, 기존 RC 구조물과 철골 보강재 

모두 탄성상태에서 합부 콘크리트의 국부 인 괴가 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가새의 합부가 보 경간의 앙에 

치하는 역 V형 가새로 보강한 모델(그림 1(b))의 경우에

는 보-기둥 합부에 보-가새 합부가 치하는 각 가새

에 비해 더 작은 변 에도 콘크리트의 한계 변형률 이상의 

압축변형이 발생하 다. 각 가새가 설치된 경우와 동일하

게 가새-보 합부 앵커볼트 주변에 콘크리트의 최  강도에 

도달한 이후 콘크리트의 한계 변형률을 과하는 압축변형이 

발생하 으며, 이 때 다른 부재의 항복이나 좌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후된 RC 건물의 경우 콘

크리트의 낮은 강도와 기존의 미세 균열로 인하여 가새 합

부의 조기 괴가 발생함으로써 가새의 보강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RC 골조 내

부에 철골 임을 설치하고, 가새를 철골 임에 연결함

으로써 내진성능 평가 과정에서 합부의 괴를 배제하 다.

3.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한 거동 평가

3.1 해석모델의 설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본 제구조물은 3층 3경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평면과 입면은 그림 4와 같다. 제모델은 

고정하  6.0kN/m2, 활하  2.5kN/m2의 력하 에 하

여 설계기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KBC, 2005). 구조물

의 설계에는 설계강도 18MPa의 콘크리트와 강도 400MPa의 

SD40 철근을 사용하 다. 각 경간은 모두 6m이며, 층고는 

3.5m로  층이 동일한 층고를 갖도록 설계하 다. 해석모델

은 층 구조물이며 기둥에 큰 력하 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

에 기둥은 최소 철근비인 1%의 철근비로 설계하 다. 

3.2 제구조물의 내진보강

에서 RC 구조물에 철골가새가 설치된 경우 부재의 항복

이나 좌굴이 발생하기 이 에 합부 앵커볼트의 주변에서 

압축 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가새와 보를 직 으로 연결하지 않고 합부의 집

하 을  부재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철골 모멘트골조

를 RC 골조의 내부에 추가하 다. 

가새는 앙 경간에 각선 형태의 가새와 역 V형 가새의 

두 가지로 설계하 다. 보강설계는 지진하 에 한 설계 기

을 만족하도록 하 다(설계스펙트럼 가속도  0.44g, 

 0.23g, 지반조건 C, 내진설계범주 D, 요도계수 1.0, 

반응수정계수 3.0). 보강재는 SS400 강재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보강용 철골 모멘트골조는 H150×150×6×8로 구성하

으며, 가새는 B150×150×6 각형 강 을 사용하 다. 비좌굴 

가새는 부재의 항복 이후에도 큰 변 가 발생할 때까지 안정

인 거동을 지속함으로써 일반 가새에 비해 더 많은 에 지를 

소산하므로, 지진과 같은 극한 하 에 해 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mblay 등, 1999). 본 연구

에서는 AISC/SEAOC(2001)에서 제시하는 단면 설계방법에 

따라 비좌굴 가새의 단면을 각형 강 으로 설계하 다. 표 3은 

용된 가새의 크기  강도를 나타낸다. 비좌굴 가새의 크기

는 압축 항복강도가 일반 가새의 좌굴강도와 유사하도록 결정

하 다. 이러한 경우 일반 가새의 인장강도  강성은 비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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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형태
보강재의 단면 

크기

항복 하 (kN)

인장 압축

일반 가새
각 B150×150×6 790 399

역 V형 B150×150×4 549 411

비좌굴 가새
각

■ 40×40 376 413
역 V형

표 3 보강재의 부재 단면 크기와 항복 하

(a) 소성힌지 (b) 가새

그림 6 부재의 하 -변  계

(a) 기본 골조 (b) 앙 경간 임 보강

(c) 임  역 V형 가새 

보강

(d) 임  각 가새 보강

그림 5 해석 모델의 형태

가새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외부 보강재의 구속효과를 고

려하여 비좌굴 가새의 압축강도는 인장강도에 비해 약 10%정

도 더 크게 용하 다.

그림 5는 보강 되지 않은 기본 RC 골조  앙경간에 철골 

모멘트골조로 보강한 구조물(그림 5(b)), 앙 경간에 철골 

모멘트골조와 역 V형 가새를 보강한 경우(그림 5(c)), 철골 

모멘트골조와 각가새를 보강한 경우(그림 5(d)) 등 총 4개

의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가새는 일반 가새와 비좌굴 가새 두 

가지를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6은 FEMA 356 

(FEMA 356, 2000)에서 제시하는 휨부재의 소성 힌지  가

새의 거동에 한 정의를 나타낸다. 철골 보는 항복 변 의 5

배, 철골 기둥은 2배, 가새의 압축좌굴은 좌굴 변 의 1.5배, 

가새의 인장 괴는 항복변 의 12배에서 기 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는 합부의 

성능을 고려하여 항복 이후 일정 각도만큼 변형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 다. 항복 이후 콘크리트 보는 회 각 0.02rad, 

콘크리트 기둥은 0.0057rad에서 강도가 감되며, 이후 항복

하 의 20%만을 유지하다가, 보는 회 각 0.1rad, 기둥은 

0.078rad에서 내력이 모두 제거되도록 하 다.

3.3 기본 모델  임 설치 모델

구조물의 외부 골조를 분리하여 Midas Genw를 이용하여 

비탄성 정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그림 7~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7은 기본 골조  철골 임으로 보강된 

골조의 하 -변  계를 나타내며, 그림 8는 각 하  단계

별로 소성힌지의 분포양상을 나타낸다. 기본 골조는 최소철

근비의 용으로 기둥의 모멘트 내력이 보의 모멘트 내력에 

비해 약 15%정도 더 크게 설계되었으므로 1층의 보에서 먼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기 력하 에 의해 보의 양단부에 작용하는 부모멘트와 

횡하 에 의해 보의 우측단부에 작용하는 부모멘트가 더해져 

보의 우측단부에서 먼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보의 소성

힌지 발생 이후 체 구조물의 강성이 미미하게 감소하 다. 

1층 기둥의 하단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한 이후 보의 항복에 

비해 크게 강성이 감소하 다. 1층 기둥 하단부가 괴됨으

로써 체구조물의 강도가 감소하고, 이후, 다른 1층 기둥의 

하단부 모두가 괴함으로써 체 구조물의 강도가 격하게 

감소하 다. 이후 1층 기둥 상부가 괴됨으로써 1층 모든 

기둥의 양단부가 괴되어 구조물이 갖는 안정성을 상실하

다(그림 8(a)). 그림 8에서 검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림 

6의 하 -변  계에 나타낸 괴 상태를 나타낸다. 기본 

골조는 강기둥 약보로 설계되어 기둥보다 보가 먼  항복하

으나, 보가 괴되기 에 기둥이 먼  괴됨으로써 구조

물이 붕괴되었다. FEMA 356에서는 콘크리트 기둥의 취성

인 특징을 반 하여 내진 상세가 용되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의 소성 회 각(Plastic Rotation Angle)을 콘크리트 

보의 약 1/3수 으로 제시하고 있다. 콘크리트 기둥의 취성

인 특징을 해석 모델에 용하 기 때문에 보의 내력이 기

둥의 내력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이 괴될 때까지 

콘크리트 보의 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5(b)에 나타낸 것과 같이 3층 3경간의 기본 골조의 

앙 경간에 H150×150×7×10의 철제 임을 설치한 경

우에는 철제 임이 없을 경우에 비해 체 으로 강도와 

강성이 소폭 증가하 다. 이것은 철골 임의 주 설치 목

이 가새의 집 하 을 RC 부재에 분산시키는 것이라 작은 

단면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며, 좀 더 큰 단면이 설치된 경

우 보강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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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기둥 항복 RC 기둥 항복

1층 RC 기둥 하단부 괴 1층 RC 기둥 하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a) 기본 골조 (b) 철제 임 설치

그림 8 기본 RC 골조와 철골 임 보강 모델의 소성 힌지 분포

그림 7 기본 RC 골조와 철골 임 보강 모델의 Pushover 

Curve

그림 9 역 V형 가새 보강 골조의 Pushover Curve

3.4 역V형 가새로 보강된 모델

앙 경간에 철골 임을 설치하고 역 V형의 가새로 보

강을 한 경우(그림 5(c)) 하 -변  계  소성힌지 분포 

양상을 그림 9  10에 나타내었다. 비좌굴 가새의 단면 은 

압축항복 강도가 일반 가새의 좌굴강도와 동일한 값을 갖도

록 설계하 으므로, 일반 가새에 비해 작은 부재단면으로 인

해 작은 최  인장하 과 축강성을 갖는다. 결과 으로 일반

가새로 보강된 구조물의 기 강성이 비좌굴 가새가 설치된 

모델의 강성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일반 가새를 설치한 경우 압축력을 받는 가새가 좌굴한 이

후 곧 콘크리트 보와 기둥이 항복하여 강도가 격히 감소하

지만, 비좌굴 가새가 설치된 경우 1층 가새가 먼  항복한 

후에도 항복한 가새  다른 층의 가새들이 횡력에 지속 으

로 항하여 더욱 큰 최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a)는 역V형 일반 가새로 보강한 경우 소성힌지 분

포양상을 나타내며, 하 이 증가하며 1층에 치한 압축가새

가 먼  좌굴한 뒤 1층 콘크리트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이것은 일반 가새가 설치된 경우 압축가새의 좌굴 이후 인장가

새와의 강도 차이로 인한 수직방향 불균형력(unbalanced 

force)의 향으로 1층 앙 경간에 치한 보의 앙부가 

항복하기 때문이다. FEMA 356에 따라 철골 가새의 최  

압축 변 를 좌굴변 의 1.5배로 정의하여 바로 좌굴 이후에

도 어느 정도 강도를 일부 유지하도록 모델링하 다. 결과

으로 압축가새가 좌굴하 에 도달하고 콘크리트 보의 항복이 

진행된 후 압축가새가 괴 상태에 이르러 구조물의 내력이 

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압축가새의 괴와 

동시에 콘크리트 기둥 부재들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압

축가새의 괴와 콘크리트 기둥의 항복 이후, 압축가새의 변

형이 극한값에 도달하여 압축가새의 내력이 완 하게 제거됨

으로써 체 구조물의 강도가 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 2층의 압축가새가 좌굴하고, 1층 철골 기둥의 하단

부가 항복하 다. 철골 임의 경우 체 횡하 에 비해 

매우 작은 부분에 해서 항하고, 2층의 가새는 1층의 가

새에 작용하는 하 에 비해 극히 미비한 양이기 때문에 체 

구조물의 강성을 감소하는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1층 

좌측의 두 콘크리트 기둥의 하단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

고, 이후 1층의 두 우측 경간의 기둥이 우측부터 차례로 

괴되어 체 구조물의 강도가 감소하 다. 1층 기둥 하단부

의 기둥 괴 이후 1층 모든 콘크리트 기둥과 철골기둥의 양

단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으며, 곧 인장가새가 극한 변형 

상태에 이르러 1층의 모든 부재가 횡력에 한 항 능력을 

완 히 상실함으로써 구조물이 붕괴되었다. 보강이 되지 않

은 기본 RC 모델에 비하여 최  강도가 두 배 이상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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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압축가새 괴 1층 압축가새 항복

RC 기둥 항복 RC 기둥 항복

1층 RC 기둥 하단부 괴 층 RC 기둥 하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a) 일반 가새 (b) 비좌굴 가새

그림 10 역 V형 가새 보강 골조의 소성 힌지 분포

그림 11 각 가새 보강 골조의 Pushover Curve

1층 압축가새 괴 1층 압축가새 항복

RC 기둥 항복 RC 기둥 항복

1층 RC 기둥 하단부 괴 층 RC 기둥 하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1층 RC 기둥 상단부 괴

(a) 일반 가새 (b) 비좌굴 가새

그림 12 각 가새 보강 골조의 소성 힌지 분포

지만, 체 으로 부분의 소성힌지가 1층 부재에 집 됨

으로써 약층이 형성되어, 비좌굴가새가 설치된 경우에 비하

여 구조물의 최  강도가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앙 경간에 역 V형의 비좌굴 가새를 보강한 경우 1층 우

측 경간 보의 우측단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한 뒤 1층 좌측 

경간 보의 우측단부와 1층 압축가새가 동시에 항복하 다. 

이후에 1층 콘크리트 기둥의 하단부, 1층 인장가새, 2층 압

축가새, 2층 인장가새의 순서로 소성힌지가 발생하며 지속

으로 횡력에 항하 다. 1, 2층의 모든 가새가 항복하는 과

정에서 1층 콘크리트 기둥의 하단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이후 1층의 모든 콘크리트 기둥의 하단부가 항복함으

로써 지속 으로 구조물의 내력이 감소하 다. 1층의 철골 

기둥은 1층의 모든 콘크리트 기둥이 항복하는 과정 에 항

복하 으며, 콘크리트 기둥이 괴된 이후 철골 기둥도 괴

되며 강도가 격히 감소하 다. 이후 1층 인장가새가 괴

하 으며 이와 동시에 가새가 연결된 콘크리트 보의 앙 부

분이 항복함으로써 체 구조물의 내력이 격하게 감소하

다. 1층의 모든 기둥  인장가새가 극한 변형에 도달한 이

후 압축가새가 횡력에 항하다가 구조물이 붕괴되었다. 

3.5 각 가새로 보강한 모델

그림 11과 12는 앙 경간에 각형 일반 가새와 BRB로 

보강한 모델(그림 5(d))의 하 -변  계  소성힌지 발생

양상을 나타낸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새가 설치된 경

우 1층 콘크리트 보의 항복과 가새의 좌굴이 동시에 발생한 

후, 1층 콘크리트 기둥이 항복하고 가새가 괴되었다. 가새

가 괴된 후에 1층 콘크리트 기둥들의 상하부에 체 으로 

소성힌지가 발생한 뒤 1층 가새가 극한 변형에 이르러 구조

물의 내력이 감소하 다. 이후 1층의 콘크리트 기둥과 철골 

기둥이 괴에 이르면서 체 구조물의 내력이 감소하 다. 

역V형 일반가새가 설치된 경우와 같이 소성힌지가 1층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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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l Centro 지진의 지반 가속도

보강 형태 최  변 구 변

비보강 50.74 8.66

철제 임 54.09 4.62

철제 임  역 V형 BRB 19.79 1.50

철제 임  각 BRB 25.40 3.13

표 4 구조물 지붕층의 최  변 와 구 변

(단  : mm)

(a) 역 V형 비좌굴 가새 설치한 경우

(b) 각 형태의 비좌굴 가새 설치한 경우

그림 14. 제 구조물의 시간에 따른 지붕층 변

되어 발생하 으며, 최  강도가 역V형 가새가 설치된 경

우 보다 작게 나타났다. 앙 경간에 각 비좌굴 가새로 보

강한 경우 1층 일부 콘크리트 보와 기둥에 소성힌지가 발생

한 후 1층 가새가 항복하 다. 비좌굴 가새 부재는 동일한 

압축 강도를 갖는 일반 가새에 비해 강성이 작기 때문에 콘

크리트 부재에 더 큰 하 이 작용하여 일반 가새가 설치된 

경우에 비하여 일부 콘크리트 부재가 먼  항복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층의 콘크리트 보, 기둥과 가새가 항복한 이후, 

앙 경간의 좌측 기둥이 가장 먼  괴에 이르 다. 1층 

모든 기둥의 상, 하단부가 모두 괴된 이후 압축가새가 

괴 상태에 도달하여 구조물의 내력을 완 히 상실하 다.

비좌굴 가새가 용된 경우, 일반 가새가 설치된 경우에 

비하여 강성은 약간 작지만 최  강도와 연성도가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인 거동은 역V형 비좌굴 가새

가 설치된 경우와 유사하며, 일반 가새가 설치된 경우와 비

교하여 소성힌지가 더 많은 부재로 분산되어 발생하 다.

4. 시간이력 해석결과

비좌굴 가새를 이용하여 보강하기  후의 해석모델을 그

림 13에 나타낸 동서방향의 El Centro지진(최 지반가속

도 0.357g)을 이용하여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 다. 표 4

에는 각 해석모델의 최 변   구변 를 나타내었고 그

림 14는 최 변 의 시간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무보강 RC 

골조의 경우 약 51mm의 최  변 와 약 9mm의 구 변

가 발생하여 소성 변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철골 

임만 설치된 경우 최  변 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구변

가 약 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역V형 

 각선 비좌굴 가새가 설치된 경우에는 최  변 가 약 

20mm와 25mm로 폭 감소하 으며, 구 변  한 약 

1.5mm와 3mm로 상당히 감소하 다. 

그림 15는 시간이력 해석결과 얻어진 최  층간변 를 나

타내며, 역V형 비좌굴 가새가 설치된 경우 층간 변 가 가장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철골 모멘트골조만으로 보강한 경우에

는 1층의 층간 변 를 감소시키는 것은 극히 미비하지만 이

에 비해 2층과 3층의 층간 변 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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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 구조물의 층간 변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내진 설계된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이루

어진 층의 노후 공동주택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구조물의 보강방법에 해 연구하 다. 이를 하여 비선형 

정  해석과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여 추가되는 철골 모멘

트골조와 가새의 내진보강 효과를 검증하 다. 

노후 RC 구조물과 고강도의 철골가새를 앵커볼트를 이용

하여 직  합하는 방식은 가새의 합부에 국부 인 괴

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추가 인 철골 모멘

트골조를 설치하고 가새를 연결하여 가새의 부재력이 기존 

구조체에 분산되어 달되도록 함으로써 국부 인 괴를 방

지할 수 있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H150×150×6×8로 구성된 

철골 모멘트골조는 탄성구간에서는 하 의 약 1%, 구조물이 

항복한 이후, 최  3.5%까지 하 을 부담하여 자체 으로 

지진하 에 한 항 성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철골 모

멘트골조와 가새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합부의 조기 괴

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큰 폭으로 증진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굴이 방지된 비좌굴 가새를 사

용함으로써 소성변형이 한 층에 집 되지 않고 더욱 많은 부

재들이 횡력에 항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좀 더 큰 내진 

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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