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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reinforcement concrete structure is carried out as a function of the following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1) the strength of concrete, (2) longitudinal reinforcement, (3) transverse reinforcement, (4) aspect ratio, and (5) axial

force. With various values of the five parameters, eigenvalue analysis and non-linear static analysi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ruc-

tural yield displacement, yield basis shear force, and static performance of ductility ratio. In addi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odified capacity spectrum method (FEMA-440) using the results of non-linear static analysis, and the effect of each

parameter on performance point is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of eigenvalue analysis and non-linear static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at-

ural period and the ductility ratio are affected more by the structural properties than the material properties. In case of the analysis of the

criterion of performance points, the effect of section shap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gether with natural period and ductility ratio.

Keywords :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 eigenvalue analysis, non-linear static analysis, modified

capacity spectrum method

1. 서 론

성능기반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이하 PBD)라

함은 구조물에 발생 가능한 외부 위험도에 따른 요구수

준 내에서 구조물의 손상수준이 규정된 한계상태를 초과

하지 않고 예측 및 제어 가능한 보유능력을 가진 구조

물을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대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구조적·비구조적 요소의 설계기

준을 설정한 후 외부하중에 의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

측하여 적절한 구조 시스템 선정, 배치계획, 부재의 크

기 및 상세를 결정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PBD는 새로운 설계법이 아닌, 설계된 구조물에 대한 명

확한 성능평가를 통해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설계방법인 허용응력 설계,

강도설계, 하중-저항계수 설계 등을 선택하여 구조물을 설

계한다. PBD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위험도에 따라 규정되

는 요구수준은 구조물이 위치하게 될 지역의 지반상태에

대한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물 사용기간 동안 발생 가

능한 외부 하중들에 의해 산정되고, 보유능력은 합리적이

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 구조물의 비탄성 영역의 성능을

고려한 성능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외부 하중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구조물의 보유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실험 결과가 예측 가능한 해석 모델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적 특

성에 따른 성능변화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영향인자(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를 분석하기

위해 재료적 특성인 콘크리트 강도, 종방향 주철근, 횡

구속 철근과 구조적 특성인 형상비, 축하중의 변화에 따

른 고유치 해석과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

과를 바탕으로 FEMA-440
1)
에서 제안하는 수정된 능력스

펙트럼법(modified capacity spectrum method, 이하 MCSM)

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성

능영향인자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2. 해석 기본사항 및 성능평가기법

2.1 기본 제원

성능영향인자 분석을 위하여 다음 Fig. 1과 같이 띠철

근에 의해 횡구속된 정사각형단면의 기둥(RA, RB,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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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에 의해 횡구속된 원형단면의 기둥(CH), 그리고

나선철근에 의해 횡구속된 원형단면의 기둥(CS)을 포함

한 총 5개의 시편을 기초로 한다. 원형단면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300 mm인 정사각형단면의 단면 2차모멘트

와 유사한 직경 340 mm로 결정하였고 단면형태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fc), 축방향 하중(P), 단면의 폭(B)과

높이(H), 기둥 길이(L), 종방향 주철근비(ρs) 및 주철근강

도( fsl), 횡구속 철근비(ρt) 및 철근강도( fst)에 대한 기둥

의 기본 제원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2.2 해석프로그램

성능영향인자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에 대한 고유치해석

과 비선형 정적해석은 유한요소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ZeusNL
2)
을 사용하였다. 파이버 단면해석에 기초한 ZeusNL

2)

은 종방향 주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미끄러짐이나 콘크

리트의 박리 등에 대해 해석모델이 고려되지 않아 에너

지 소산능력 측면에서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에 비해 다

소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으나 강, 철근콘크리트, 그

리고 합성 구조물들의 대변형으로 인한 기하학적 비선형

뿐만 아니라 재료 비탄성 효과 또한 고려되어져 있어 구

조물의 비탄성 응답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는 좋은 상

관관계를 가진다.
3)
 정적해석의 경우, 힘과 변위하중 모

두 독립적 혹은 비례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변위 및 가속도 시간이력을 지지점에 작용시켜 정

적시간이력 해석이 가능하며 동적해석의 경우, 고유치 해

석은 고유진동수와 고유형상을 얻기 위해 Lanczos 알고

리즘이 사용되었고, 시간이력 해석은 Newmark나 Hilber-

Hughes-Taylo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치적분을 수행한다.
2,3)

ZeusNL
2)
을 이용한 구조해석의 수행에 있어 모델링 및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ng et al.
4)
의 실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가 Fig. 2에 나타나 있고, 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에 의한 결과는 잘 일치하였으며 이는

해석에 의한 푸쉬오버(pushover) 곡선을 적용한 성능평가

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3 항복 변위 및 극한 변위

이 연구에서는 항복 변위와 극한 변위를 Fig. 3과 같

은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항복 변위는 최대 기저전단력

의 75%에 해당하는 기저전단력 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선을 구하여 이 선이 최대 기저전단력을 지나는 점의 변

위로 정의하였다.
5)
 또한 횡구속 철근에 의해 연성이 충

분히 확보된 구조물은 압축부 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에

이르러도 급작스런 하중감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수평저항하중이 최대수평강도에서 일정비율로

감소했을 때의 변위를 극한 변위로 정의한다. Priestley

and Park
6)
과 Dodd and Cooke

7)
는 실험적 연구에서 20%

이상 감소하는 시점을 극한 강도로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저전단력이 최대 기저전단력에서 20% 감

소하였을 때를 극한 변위로 정하였다.

2.4 FEMA-440
1)
의 MCSM

2.4.1 개요

FEMA-440
1)
의 MCSM은 응답가속도(Sa) 및 응답변위(Sd)

관계를 표현하는 가속도-변위 응답스펙트럼(acceleration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 이하 ADRS)변환을 통해

서 구조물의 성능점을 결정하는 ATC-40
8)
의 능력스펙트

Fig. 1 Cross-sectional arrangements

Table 1 Properties of square and circular columns

Type RA RB RC CH CS

fc (MPa) 30 30 30 30 30

P(kN) 1,150 1,150 1,150 1,150 1,150

B (mm) 300 300 300 340 340

H (mm) 300 300 300

L (mm) 2,100 2,100 2,100 2,100 2,100

ρs 0.033 0.033 0.033 0.033 0.033

fsl (MPa) 400 400 400 400 400

ρt 0.0175 0.0175 0.0175 0.0176 0.0176

fst (MPa) 400 400 400 400 400

Fig. 2 Analysis result of ZeusNL
2)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data

Fig. 3 Yield displacement and ultimat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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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과 유사하지만, 유효감쇠

(βeff) 및 유효주기(Teff) 개념을 적용하여 요구스펙트럼 감

쇠식을 수정하고, 스펙트럼 감소계수(M)를 적용하여 스펙

트럼 가속도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수정된 가속

도-변위 응답스펙트럼(modified acceleration 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 이하 MADRS)변환을 적용하였으며 이

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2.4.2 유효감쇠

유효감쇠(βeff)는 변위연성비(µ)와 초기감쇠(β0)에 관한

식으로 얻어지고, 이력모델형태와 항복 후 강성(α)에 대

한 계수 변화값이 적용된 유효감쇠(βeff)의 근사식은 다음

과 같다.

 (1)

 (2)

 (3)

2.4.3 유효주기

유효주기(Teff)는 변위연성비( )와 초기주기( )에 관한

식으로 얻어지고 초기주기( )가 0.2 sec에서 2.0 sec일 때

까지 적용 가능하며, 이력모델과 항복 후 강성(α)에 대한

계수 변화값이 적용된 유효주기(Teff)의 근사식은 다음과 같다.

(4)

 (5)

 (6)

2.4.4 할선주기에 의한 MCSM
1)

유효감쇠( )에 의해 감쇠된 요구곡선(ADRS( ))과

방사상의 유효주기( )와의 교점이 최대변위(dmax)가 되

고, 유효주기( )는 최대변위(dmax)와 능력곡선이 일치

하는 할선주기(Tsec)에 비해 짧은 주기를 가지며, 실제 최

대가속도(amax)는 능력곡선과 최대변위(dmax)에 부합되어

야한다. 최대가속도(amax)와 유효가속도(aeff)의 비로 나타

나는 스펙트럼 감소계수(M)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7)

 (8)

 (9)

유효감쇠( )에 의해 감소된 응답가속도((Sa)β)와 스

펙트럼 감소계수(M)에 의해 수정된 응답가속도((Sa)Μ)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10)

 (11)

 (12)

FEMA-440
1)
의 MCSM 수행을 위해 UBC-97

9)
에 따라

2%/500년 주기 지반종류 “A”에 해당하는 최대스펙트럼

가속도 크기 1.2 g로 가정하고, 변위연성비(µ) 변화에 따

른 할선주기와 수정된 요구곡선의 교점으로 생성되는 궤

적곡선이 성능곡선과 만나는 교점을 성능점으로 산정하

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3. 성능영향인자

3.1 콘크리트 강도 영향

콘크리트 강도가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Table 2와 같이 20 MPa에

서 48 MPa까지 4 MPa 간격으로 증가하는 8개의 조건에

대하여 각각의 단면에 따라 고유치 해석, 비선형 정적해

석, 그리고 MCSM
1)
을 이용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단면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른 고유

치해석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될수록 초기강성이 증

가되어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Fig. 5

(a)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비선

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RA의 최상층 변위와

βeff 4.9 µ 1–( )2 1.1 µ 1–( )3 β
0
;1.0 µ 4.0< <+–=

βeff 14.0 0.32 µ 1–( ) β
0
;4.0 µ 6.5≤ ≤+ +=

βeff 19
0.64 µ 1–( ) 1–

0.64 µ 1–( )2[ ]
-------------------------------------

Teff

T
0

--------⎝ ⎠
⎛ ⎞ 2 β

0
;6.5 µ<+=

µ T
0

T
0

Teff 0.20 µ 1–( )2 0.038 µ 1–( )3 1+–[ ]T
0
;1.0 µ 4.0< <=

Teff 0.28 0.13 µ 1–( ) 1+ +[ ]T
0
;4.0 µ≤ 6.5≤=

Teff 0.89
µ 1–( )

1 0.05 µ 2–( )+
------------------------------------- 1– 1+

⎩ ⎭
⎨ ⎬
⎧ ⎫

T
0
;6.5 µ<=

βeff βeff

Teff

Teff

M
a
max

aeff

-----------=

T
0

T  sec

----------⎝ ⎠
⎛ ⎞ 2 1 α µ 1–( )+

µ
------------------------------=

M
Teff

T  sec

----------⎝ ⎠
⎛ ⎞ 2 T

0

T  sec

----------⎝ ⎠
⎛ ⎞ 2 Teff

T
0

--------⎝ ⎠
⎛ ⎞ 2 1 α µ 1–( )+

µ
------------------------------

Teff

T
0

--------⎝ ⎠
⎛ ⎞ 2= = =

βeff

Sa( )
β

Sa( )
0

B βeff( )
-----------------=

B
4

5.6 βeff %ln( )ln–
-------------------------------------------=

Sa( )
M

M Sa( )
β

=

Fig. 4 MADRS for use with secant period (Tsec)
1)

Table 2 Concrete strength conditions

Parameter 1 2 3 4 5 6 7 8

Concrete 

strength (MPa)
20 24 28 32 36 40 4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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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전단력 관계를 나타내는 푸쉬오버 곡선이 Fig. 5

(b)에 나타나 있다. 나머지 시편에 대한 해석 결과는 푸

쉬오버 곡선을 통해 알 수 있는 항복 변위 및 항복 기

저전단력으로 각각 Fig. 5(c), (d)에 나타나 있고, 콘크리

트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 구조물의 강성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항복 기저전단력 또한 증가되었으나, 항복 변

위는 거의 일정함을 나타낸다. Li and Park
10)
과 Razvi

and Saatcioglu
11)
의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따라 구조물의 취성 증가로 인해 최대점 이후 강

도감소가 심화되어 구조물의 연성이 저하되었다. 이 연

구에서 적용된 Mander et al.
12)
의 콘크리트 구성모델의

경우 최대 기저전단력 이후 강도감소부분에서 일정한 감

소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 응력-

변형률 곡선의 하강부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취성적 특

성이 고려된 적합한 구성모델을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른 항복 변위와 극한 변위의

비를 나타내는 연성비는 Fig. 5(e)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의 증가에 따라 미비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는 비선형 정

적해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따

른 취성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인 성능점

이 Fig. 5(f)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될수록

성능점은 감소되었으며 이는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따라

횡저항 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3.2 종방향 주철근 영향

종방향 주철근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주철근비가 각각 1.63%,

3.33%, 5.08%이고 주철근강도가 각각 350 MPa, 400 MPa,

450 MPa인 총 9개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단면에 대한 종방향 주철근 변화에 따른 고유

치해석 결과가 Fig. 6(a)에 나타나 있다. 주철근비가 증

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초기강성이 증가하여 구조물의 고

유주기가 감소하였으나, 주철근비가 일정한 경우 주철근

강도 증가에 따른 고유주기의 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주철근비의 증가는 구조물의 강성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철근강도는 주철근비와 비

교하여 구조물의 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종방향 주철근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비선

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RA의 최상층 변위와

기저 전단력 관계를 나타내는 푸쉬오버 곡선이 Fig. 6(b)

에 나타나 있고, 나머지 시편에 대한 해석 결과는 푸쉬

오버 곡선을 통해 알 수 있는 항복 변위 및 항복 기저

전단력으로 각각 Fig. 6(c), (d)에 나타나 있다. 주철근비

증가에 따라 구조물의 초기강성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항복 변위 및 기저전단력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주철근

비가 일정한 경우 주철근강도가 증가됨에 따라 항복 변

위 및 기저전단력이 증가되었다. 이는 종방향 주철근에

의한 구조물의 정적성능에 있어 주철근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방향 주철근 변화에 따른 연성비는 Fig. 6(e)와 같이

주철근강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구조물의 연성비는 주철

Fig. 5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concrete strength conditions

Table 3 Longitudinal reinforcement conditions

Parameter 1 2 3 4 5 6 7 8 9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

1.63 1.63 1.63 3.33 3.33 3.33 5.08 5.08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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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비가 증가될수록 미비하게 증가되었고 주철근비가 일

정한 상태에서 주철근강도가 증가될수록 연성비는 감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철근비가 증가될수록 연성비

의 감소폭이 더욱 증가되었다. 즉 주철근비보다 주철근강

도가 구조물의 연성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방향 주철근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인 성능점

이 Fig. 6 (f)에 나타나 있다. 주철근비가 증가될수록 성

능점은 감소되었고, 주철근비가 0.033과 0.050일 경우 성

능점은 주철근강도와 무관하게 일정함을 나타내었으나

주철근비가 0.016일 경우 주철근강도 증가에 따라 성능

점이 감소되었다.

3.3 횡구속 철근 영향

횡구속 철근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 Table 4와 같이 횡구속 철근의 강도는 일정하

게 유지하고 횡구속 철근의 간격을 40 mm에서 160 mm

까지 20 mm간격으로 7개의 조건과 횡구속 철근이 없을

경우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단면에 대한 횡구속 철근 변화에 따른 고유치

해석 결과, 횡구속 철근체적비 및 유·무와 상관없이 구

조물의 고유주기는 일정하였고 이는 Fig. 7(a)에 나타나

있다. 

횡구속 철근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RA의 최상층 변위와 기저

전단력 관계를 나타내는 푸쉬오버 곡선이 Fig. 7(b)에 나

타나 있고 나머지 시편에 대한 해석 결과는 푸쉬오버 곡

선을 통해 알 수 있는 항복 변위 및 항복 기저전단력으

로 각각 Fig. 7(c), (d)에 나타나 있다. 횡구속 철근체적

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초기강성 및 항복점까지 구조

물의 거동은 일정함을 보였으나 항복 이후 횡구속 철근

체적비가 증가됨에 따라 항복 기저전단력이 증가되었고

구조물의 강도감소가 작아지게 되어 극한 변위는 증가되

었으며 구조물은 뚜렷한 연성거동을 보였다.

횡구속 철근 변화에 따른 연성비는 Fig. 7(e)와 같이 횡

구속 철근체적비가 증가됨에 따라 구속효과의 증대로 인

하여 연성비가 증가되었다.

횡구속 철근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인 성능점이

Fig. 7(f)에 나타나 있다. 횡구속 철근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 8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 횡구속 철근체적비와

무관하게 성능점이 일정하였으나, 구조물의 연성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형상비 영향

형상비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Table 5와 같

이 기둥의 길이를 형상비가 3에서 10이 되도록 하는 총

8개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단면에 대한 형상비 변화에 따른 고유치해석

결과, 구조물의 길이가 증가될수록 휨강성 감소로 인하

여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Fig. 8(a)에

나타나 있다. 형상비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RA의 최상층 변위

Fig. 6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longitudinal reinforcement conditions

Table 4 Transverse reinforcement conditions

Parameter 1 2 3 4 5 6 7 8

Spacing (mm) 40 60 80 100 120 140 160 -

Transverse
reinforcement

volume ratio (%)
0.044 0.029 0.022 0.018 0.015 0.013 0.0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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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저 전단력 관계를 나타내는 푸쉬오버 곡선이 Fig.

8(b)에 나타나 있고 나머지 시편에 대한 해석 결과는 푸

쉬오버 곡선을 통해 알 수 있는 항복 변위 및 항복 기

저전단력으로 각각 Fig. 8(c), (d)에 나타나 있다. 형상비

가 증가됨에 따라 구조물의 초기강성 및 항복 기저전단

력이 감소되었으나, 항복 변위는 증가되었다. 또한 형상

비 증가에 따라 구조물의 휨강성이 작아지지만 최대 기

저전단력 이후 강도감소의 경향이 둔화되어 충분한 연성

이 확보되는 휨파괴 거동을 나타낸다.

형상비의 변화에 따른 연성비는 Fig. 8(e)와 같이 형상

비가 증가될수록 휨강성이 감소되고 항복 이후 동적 이

차효과에 의한 영향으로 연성비가 감소되었다. 또한 형

상비가 작은 기둥에서 사각단면에 비하여 원형단면이 형

상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상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형상비가

증가될수록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횡저항 능력은 감소

되어 성능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Fig. 8(f)에 나타나

있다.

Fig. 7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transverse reinforcement conditions

Fig. 8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aspect ratio conditions

Table 5 Aspect ratio conditions

Parameter 1 2 3 4 5 6 7 8

Length (mm)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Aspect ratio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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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축하중 영향

축하중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Table 6과 같이 축하중에 대한 단면의 공칭강도의

약 10%~90%에 해당하는 9개의 축하중 조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축하중 변화에 따른 고유치해석 결과, 축하중이 증가

될수록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증가되었고 이는 Fig. 9(a)

에 나타나 있다.

축하중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시편에 대한 비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RA의 최상층 변위와 기저 전

단력 관계를 나타내는 푸쉬오버 곡선이 Fig. 9(b)에 나타

나 있고 나머지 시편에 대한 해석 결과는 푸쉬오버 곡

선을 통해 알 수 있는 항복 변위 및 항복 기저전단력으

로 각각 Fig. 9(c), (d)에 나타나 있다. 축하중 증가에 따

라 공칭강도 40%의 축하중이 작용할 때까지 항복 기저

전단력의 변화가 미비하였으나 축하중이 계속 증가될 경

우 구조물의 항복 기저전단력은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강

도감소 증가로 인해 극한 변위는 감소되었다. 

축하중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연성비는 Fig. 9(e)와

같이 공칭강도 40%의 축하중까지 연성비가 급격히 감소

되었고, 이후 공칭강도 40% 이상의 축하중이 작용할 경

우 연성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축하중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축하중이 증가될수록 성능점이 증가되었

으며 이는 Fig. 9(f)에 나타나 있다.

4. 결과 및 고찰

고유치해석, 비선형 정적해석, 그리고 MCSM
1)
을 이용

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5가지 성능영향인자 변화에 따른

고유주기, 연성비, 그리고 성능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성능영향인자가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0과 1이 되도

록 정규화하였으며 재료적 특성인 콘크리트 강도, 종방

향 주철근, 횡구속 철근과 구조적 특성인 형상비, 축하

중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 있다. 

4.1 고유치해석

성능영향인자가 구조물의 고유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정규화에 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고,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적 특성 변화에 따른 고유

주기와의 관계가 각각 Figs. 10과 11에 나타나 있고, 성

능영향인자들과 고유주기의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식과

변화량이 Table 7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강도 및 종방향 주철근비와 고유주기는 콘크

리트 강도 및 종방향 주철근비가 증가될수록 강성의 증

가로 인하여 고유주기가 짧아지는 0.1의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횡구속 철근체적비와 고유주기는 0.002의 양의

기울기로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형상비와 고유주기는 형상비가 증가될수록 횡강성의

감소로 인하여 고유주기가 증가되는 1.1의 양의 기울기

를 가지고, 축하중이 증가될수록 축하중이 치환된 상부

Fig. 9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axial force conditions

Table 6 Axial force conditions

Parameter 1 2 3 4 5 6 7 8 9

Axial

force (kN)
230 460 690 920 1,150 1,380 1,610 1,840 2,070

Axial force

ratio (%)
10 20 30 40 50 60 70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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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구조물의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고유주기

가 증가되는 0.6의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4.2 비선형 정적해석

성능영향인자가 구조물의 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분석하기 위해 정규화에 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고,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적 특성 변화에 따른 연성비

와의 관계가 각각 Figs. 12, 13에 나타나 있고, 성능영향

인자들과 연성비의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식과 변화량이

Table 8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강도와 연성비는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될수

록 최대 기저전단력의 증가로 인하여 구조물의 극한 변

위가 증가됨에 따라 연성비가 증가되는 0.3의 양의 기울

기를 가지며 이는 콘크리트 강도가 고강도일 경우 취성

적 특성이 명확히 고려되지 않은 동일한 구성모델이 적

용되었기 때문이다. 종방향 주철근비와 연성비는 종방향

주철근비가 증가될수록 항복 변위 및 기저전단력이 증가

되나, 최대 기저전단력 증가에 따라 극한 변위가 증가되

어 연성비가 소폭 증가되는 0.2의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횡구속 철근체적비와 연성비는 횡구속 철근체적비가 증

가될수록 구조물 항복 후 강성의 증가로 인하여 연성능

력이 증가됨에 따라 연성비가 증가되는 1.2의 양의 기울

기를 가진다.

형상비와 연성비와의 관계는 구조물의 형상비가 증가

될수록 항복 기저전단력은 감소되었고 항복 변위는 증가

Fig. 10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natural period (material properties)

Fig. 11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natural period (structural properties)

Table 7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ch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natural period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
Regression Variation

Concrete strength y =−0.1128x + 0.7895 0.004 sec/1 MPa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y =−0.1161x + 0.8055 0.03 sec /ρs (%)

Transverse 

reinforcement
y =−0.0002x + 0.7441 4.1E-5 sec /ρt (%)

Aspect ratio y =−1.0654x + 0.1647 0.152 sec / aspect ratio

Axial force y =−0.6491x + 0.3904 0.081 sec / axial force ratio

Fig. 12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ductility ratio (material properties)

Fig. 13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ductility ratio (structural properties)

Table 8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ch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ductility ratio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
Regression Variation

Concrete strength y = 0.2753x + 3.4183 0.010 / 1 MPa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y = 0.2288x + 3.5645 0.067 /ρs (%)

Transverse 

reinforcement
y = 1.222x + 3.0059 0.250 /ρt (%)

Aspect ratio y =−7.1049x + 8.4607 1.015 / aspect ratio

Axial force y =−4.4324x + 6.8406 0.554 / axial for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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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연성비가 감소되는 7.1의 음의 기울기를 가진

다. 축하중과 연성비의 관계는 축하중이 증가될수록 최대

기저전단력 이후 구조물의 강도감소 현상의 증가로 인하

여 극한 변위가 감소됨에 따라 축하중비의 약 40%까지

연성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4.4의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4.3 성능평가

고유치해석과 비선형 정적해석의 결과를 통하여 성능

영향인자가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정규화에 의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구조

물의 재료 및 구조적 특성 변화에 따른 성능점과의 관

계가 각각 Figs. 14와 15에 나타나 있고, 성능영향인자들

과 성능점과의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식과 변화량이 Table

9에 나타나 있다.

콘크리트 강도와 성능점은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될수

록 구조물의 항복 기저전단력의 증가로 인하여 구조물의

감쇠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점이 감소되는

6.8의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종방향 주철근비와 성능점

은 주철근비가 증가될수록 구조물의 항복 기저전단력의

증가로 인하여 구조물 자체의 횡하중 저항 능력이 증가

됨에 따라 성능점이 감소되는 12.8의 음의 기울기를 가

진다. 횡구속 철근체적비와 성능점은 횡구속 철근체적비

가 증가될수록 구조물의 감쇠능력이 증가됨에 따라 성능

점이 감소되는 1.1의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형상비와 성능점은 형상비가 증가될수록 횡저항 능력

이 감소됨에 따라 성능점이 급격히 증가되는 46.2의 양

의 기울기를 가진다. 축하중과 성능점은 축하중이 증가

될수록 구조물에 치환되는 상부중량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능점이 증가되는 37.9의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5. 결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기반설계를 위해 재료적

특성인 콘크리트 강도, 종방향 주철근비, 횡구속 철근과

구조적 특성인 형상비, 축하중의 5가지 성능영향인자 변

화에 따라 구조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고유치해석, 비선형 정적해석, 그리고 수정된 능력스펙

트럼법을 이용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 특성이 재료적 특성

에 비해 구조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중 형상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축하

중의 영향이 두 번째로 크게 작용하였다.

재료적 특성과 관련된 성능영향인자는 종방향 주철근

비의 영향이 구조물 성능에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횡구

속 철근은 구조물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하지만

구조물의 연성능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는 강도 증가에 따라 구조

물의 강성이 증가되었고 항복 기저전단력 또한 증가되었

으나, 항복 변위는 거의 일정하였다. 이는 강도 증가에

따른 취성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단면상세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응

력-변형률 모델과 함께 광범위한 변수해석을 통하여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더욱 정확한 성능평가가 가능

하며 이는 성능기반설계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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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point (material properties)

Fig. 15 The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point (structural properties)

Table 9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ach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point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
Regression Variation

Concrete strength y =−6.7929x + 23.468 0.243 mm / 1 MPa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y =−12.764x + 28.974 3.765 mm/ρs(%)

Transverse 

reinforcement
y =−1.1043x + 20.215 0.226 mm /ρt(%)

Aspect ratio y = 46.223x 6.603 mm/aspect ratio

Axial force y = 37.882x + 4.2059 4.735 mm/axial for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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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명확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재료 및 구조적 특성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영향인자는 구조물의 재료적 특성인 콘크리트 강도, 종방향

주철근, 횡구속 철근, 구조적 특성인 형상비, 축하중에 대하여 총 5가지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성능영향인자 변화에 따

른 고유치 해석과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성능영향인자들이 구조물의 항복 변위와 항복 기저전단력 및 연

성비의 정적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선형 정적해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FEMA-440에서 제안된 수정된

능력스펙트럼법을 이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성능영향인자

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능영향인자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고유치해석과 비선형 정적해석의 따른 고유주기와

연성비는 구조적 특성이 재료적 특성에 비해 구조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형상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수정된 능력스펙트럼법을 이용한 성능평가 결과, 고유주기와 연성비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특

성 중 형상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핵심용어 : 성능평가, 성능영향인자, 고유치 해석, 비선형 정적해석, 수정된 능력스펙트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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