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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좌굴을 고려한 역 V형 가새골조의 기둥부재 내진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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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 강구조내진설계철학의 근거인 역량설계법(capacity design method)에 의할 때 심가새골조의 에 지 소산요소인 가새가 인

장항복하고 압축좌굴 할 때 보와 기둥은 탄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심가새골조의 표  형식인 역V형 가새골조의 경우 가새가 좌굴하면 인장

가새와 압축가새 사이에 수직불균형력이 발생하여 보와 기둥에 추가 인 하 이 가해지므로 이를 반 하여 보  기둥 부재를 탄성설계해야 한다. 

지진하  발생시에 모든 가새가 동시에 좌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특정층의 좌굴발생 유무를 정확히 견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행 설계기 에서는 모든 층에서의 동시 좌굴을 가정하여 보수 으로 설계하거나 시스템 과강도계수로 증폭된 특별지진하 에 

해 기둥부재를 탄성설계하는 경험 이고 우회 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지진 내습시에 좌굴발생이 

견되는 층을 정확히 측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차모드 푸쉬오버해석, 고차모드 푸쉬오버해석, 선형고유치해석에 의해 좌굴층을 측한 후 

이를 토 로 가새좌굴이 기둥에 가하는 축력을 산정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방법, 즉 FMPM(First Mode Pushover Method), MMPM (Multi- 

Mode Pushover Method), MSBM(Mode Shape Based Method)을 제안하 다. 이 세 가지 방안의 핵심은 좌굴 포텐셜이 높은 것으로 감지

된 층의 수직불균형력은 선형합산하고 그 지 않은 층의 수직불균형력은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법에 의해 조합하여 기둥에 가

해지는 축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3층에서 15층에 이르는 5개의 골조모델에 해 20개 지진가속도기록을 입력으로 한 방 한 비선형동 해석을 수

행하여 제시한 방안의 타탕성을 검증하 다. 세 방법에 의한 기둥설계 결과는 모두 행 설계기 의 방법보다 기둥의 물량을 폭 이면서도 기둥

부재가 탄성상태를 유지하여 역량설계법의 철학을 만족시켰다. 특히 MSBM은 간단한 선형 고유치해석결과만을 이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장 정확

한 축력산정법인 MMPM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 실무 여건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MSBM을 추천한다.

ABSTRACT：According to the capacity design concept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current steel seismic codes, the braces in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CBFs) should dissipate seismic energy through cyclic tension yielding and cyclic compression buckling while the beams 

and the columns should remain elastic. Brace buckling in inverted V-braced frames induces unbalanced vertical forces which, in turn, impose  the 

additional beam moments and column axial forces. However, due to difficulty in predicting the location of buckling stories, the most conservative 

approach implied in the design code is to estimate the column axial forces by adding all the unbalanced vertical forces in the upper stories. One 

alternative approach, less conservative and recommended by the current code, is to estimate the column axial forces based on the amplified seismic 

load expected at the mechanism-level response. Both are either too conservative or lacking technical foundation. In this paper, three combination rules 

for a rational estimation of the column axial forces were proposed. The idea central to the three methods is to detect the stories of high buckling 

potential based on pushover analysis and dynamic behavior. The unbalanced vertical forces in the stories detected as high buckling potential are 

summed in a linear manner while those in other stories are combined by following the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 rule. The accuracy and 

design advantage of the three methods were validated by comparing extensive inelastic dynamic analysis results. The mode-shape based 

method(MSBM), which is both simple and accurate, is recommended as the method of choice for practicing engineers among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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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Capacity Design, Concentrically Braced Frame, Inverted V braced Frame, Brace Buckling, Unbalanced Vertical 

              Forcce, Column Design, Pushover Analysis

1. 서 론

최근의 국내외 강구조내진기 은 강진 내습시 설계자가 의도

한 바람직한 연성4)항복메카니즘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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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량설계법(capacity design method)에 바탕하고 있다

(AISC, 2005; KBC, 2009; 이철호, 2008).역량설계법에 

의할 때 심가새골조의 가새는 반복  인장항복  압축좌굴

을 통해 지진에 지를 소산하는 역할을 하고, 보와 기둥 부재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조 희․김정재․이철호

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1호(통권 104호) 2010년 2월

는  응답과정 동안 탄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1 참조). 역V형가새골조(inverted V-braced frame)는 건축

계획  장  때문에 가장 리 사용되는 표  심가새골조

이다. 역 V형가새골조의 내진거동 상의 특징은 강진에 의해 압

축가새가 좌굴하고 인장가새가 항복하는 비탄성거동에 진입하

면 소  수직불균형력(unbalanced vertical force)이 발생하

여 보와 기둥에 각각 추가의 모멘트와 축력을 가하게 되므로 

부재 설계에 이에 한 고려가 반 되어야 한다. 즉 기둥부재

의 경우 력하 과 횡력이 유발하는 도모멘트에 의한 축력 

외에도 수직불균형력이 유발하는 추가의 축력을 감안하여 기둥

부재를 설계해야 한다. 

지진하  발생시에 모든 가새가 동시에 좌굴하지 않는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특정층의 좌굴발생 유무를 정확히 견하

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 설계기 에 함축

된 가장 보수 인 설계법은 모든 층에서의 동시 좌굴을 가정하여 

상층의 불균형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후반부에

서 보듯이 이 방법은 층이 아니라면 무 보수 이다. 행 기

에서는 안으로 시스템 과강도계수로 증폭된 특별지진하

에 해 기둥부재를 탄성설계하는 경험 이고 우회 인 방법

(amplified seismic load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AISC 2005, 

KBC 2009). Redwood-Chanagiri(1991)는 8층 심가새골조를 

상으로 상부 4개층까지는 불균형력을 단순 하고 이하 층

에 해서는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법에 의해 

불균형력을 합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나 역학  근거가 미흡

하여 개선의 소지가 있다. 기둥에 작용하는 불균형력을 산정하

기 한 기존의 방법을 극복하기 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지

진 내습시에 좌굴발생 포텐셜이 높은 층을  해석 으로 정확히 

측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차모드 푸쉬오버해석, 고차모

드 푸쉬오버해석, 선형고유치해석에 의해 좌굴층을 측한 후 

이를 토 로 가새좌굴이 기둥에 가하는 축력을 산정하는 세 가

지의 새로운 방법, FMPM(First Mode Pushover Method), 

MMPM(Multi-Mode Pushover Method), 그리고 MSBM(Mode 

Shape Based Method)을 제안하 다. 3층에서 15층에 이르는 5

개의 골조모델에 해 20개 지진가속도기록을 입력으로 방 한 

비선형동 해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방안의 타탕성을 검증하고 

실무 으로 유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에 지소산
부재(가새)

인장항복 압축좌굴

횡력 
탄성부재(기둥, 보)

그림 1. 심가새골조의 역량설계개념

2. 역V형 가새골조의 수직불균형력과 기존의 축력산

정법 



    

 

그림 2. 역V형 가새골조의 불균형력의 산정모형

소성힌지

그림 3. 약한보를 갖는 역 V형 가새골조의 붕괴 모드

그림2는 행 내진기 (AISC 2005, KBC 2009)의 역량

설계를 한 역V형 가새골조의 수직불균형력의 산정모형을 보

여 다. 압축가새는 좌굴하여 잔존강도(residual strength)

에 도달하고 인장가새는 완  황복한 상태를 가정한다. 좌굴한 

가새의 잔존강도는 원래 가새의 비탄성변형의 크기와 세장비와 

련되지만 표값으로 가새의 좌굴강도    의 

30%를 택하고 있다. 인장가새의 인장력은 공칭강도에 재료

과강도계수()를 곱하여 (1)식과 같이 불균형력을 보수 으

로 산정한다. 

                           (1)

여기서, 는 수직불균형력

모든 보는 력모멘트와 이 불균형력이 유발한 추가모멘트에 

해 탄성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 그림 3과 같은 붕괴모

드를 방지해야 한다. 보에 작용하는 불균형력은 해당 층의 보

를 충분히 강하게 설계하면 되므로  응방안이 비교  간단하

다. 그러나 불균형력이 부가하는 축력은 아래 층으로 계속 

되므로 일종의 시스템 문제(system problem)의 성격을 지

니므로 해결 방안이 훨씬 복잡하다. 이것이 아래에서 논의될 

본 논문의 주제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기존의 불균형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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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력산정을 고찰한다.

2.1 모든 층의 동시 좌굴을 가정한 기둥축력 산정

이 경우는 역량설계법을 가장 보수 으로 용하기 한 가

정으로서 가새좌굴이 기둥에 유발할 수 있는 축력의 상계

(upper bound)에 해당된다. 기둥축력은 해당기둥이 치한 

상층부의 모든 가새응력의 수직성분을 단순 하여 산정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모든 층에 동시좌굴을 가정한 경우의 축력산정

즉, 층 건물에서 층 기둥부재의 수직불균형력에 의한 추

가축력()은 다음의 (2)식으로 산정한다.

   
 



                               (2)

단,  는 (1)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 방안은 층의 가새골조에는 합할 수 있으나 고층의 경

우에는 가새가 동시에 좌굴치 않으므로 무 보수 인 기둥 설

계가 된다. 이 축력은 행 내진기 에서 제안하고 있는 증폭

지진하 법(amplified seismic load method, 이하 ASLD)

에 의한 축력산정값의  “upper cap"으로서 사용된다. 

2.2 증폭지진하 에 의한 축력산정

 잘 설계된 합부를 갖고 부재간의 강도균형이 잘 잡힌  구

조물은 설계 과강도, 재료 과강도  힘의 재분배를 통하여 

설계 면 단력()을 훨씬 상회하는 시스템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다. 시스템항복강도 곧 골조의 메카니즘

(mechanism) 강도 도달시에 탄성부재에 가해지는 응력은 설

계 면 단력이 유발하는 응력보다 훨씬 증폭되므로 기둥과 같

은 주요 탄성부재는 이를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 증폭값

의 크기는 그림 5에서 정의한 시스템 과강도계수(즉, 시스템

의 소성메카니즘강도  설계 면 단의 비)로서 근사할 수 있

다. 행 내진기 에 의할 때 축력비()가 0.4를 과

하는 기둥은  아래 (3)식에 의해 기둥축력을 증폭하여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새골조의 경우 시스템 과강도계수는 

단일값  2.0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3)식에 의해 산정된 기둥축력은 2.1 에서 얻어진 축력의 상

계값((2) 식)을 과할 필요는 없다. 

   ±                           (3)

여기서,   시스템 과강도 계수()

              단, 심가새골조의 경우 2

           내진기 의 설계지진력

           단주기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고정하  

(3)식은 실무  간편성은 있으나 심가새골조 기둥의 축력

에 향을 미치는 비탄성 좌굴거동, 구조물의 동 특성 등이 

 반 되어 있지 않고 구조설계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

는 시스템 과강도를 단일값 2로서 간과하는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지붕층 변

면 

단

력





  

그림 5 시스템 과강도의 정의 

2.3 Redwood-Chanagiri의 방법  

고층의 가새골조에서 가새는 모든 층에서 동시에 좌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층의 좌굴을 제로 2.1 의 방법처럼 상층

의 수직불균형력을 단순 하는 것은 일반 으로 무 보수

이다. 일반 으로 층부 좌굴과 동시에 고차모드에 의해 상층

부나 층부에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Redwood-Chanagiri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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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6와 같이 8층의 심가새골조를 사례로 하여 가새좌

굴에 따른 기둥축력 산정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이하 R-C 

Method).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고차모드에 의한 수직불균형

력을 고려하면서 기둥의 과다설계를 개선하기 해 상부 4개

층까지는 불균형력을 단순 하고 이하 층에 해서는 SRSS

법에 의해 불균형력을 합산하는 것이다. 

          

         

      

    

   

   

  



수직불균형력 조합방법

















그림 6. Redwood-Chanagiri(1991)의  수직불균형력 조합방법

층 골조에서 층 기둥에 불균형력이 유발하는 추가의 축

력  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4)식과 같다. 

  



 

 


  

  



                 (4)

        

Redwood-Chanagiri(1991)는 비선형동 해석에 의해 방

안의 타당성을 주장하 지만 경험 인 방법으로서 그 역학  

근거가 미흡하다. 

3. 모델골조의 설계

모델골조를 2.2 ( 행 내진기 의 증폭지진하 법)에 따라 

설계한 후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축력산정법을 개하고 검증

하는데 활용키로 한다. 표1의 설계조건에 의해 그림 7과 같은 

평면을 갖는 3, 6, 9, 12, 15층의 모델 골조를 설계하 다. 

표2는 2.2 의 방법에 따른 설계결과(지면 계상 9층, 15층 

골조만 표 )를 요약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형강단면의 제한

으로 기둥, 보, 가새는 AISC 형강 단면을 사용하 다(기둥과 

보는 H형강, 가새는 각형튜 단면 사용).

지진하
Newmark 메디안 스펙트럼
(PGA= 0.4g, 5% 감쇠비)

- 반응수정계수 (R) 6

- 요도 계수   (I) 1

각 모델별 설계 
면 단력

3층 1,922 kN (0.141W)

6층 3,660 kN (0.141W)

9층 4,554 kN (0.119W)

12층 4,852 kN (0.096W)

15층 5,104 kN (0.081W)

고정하 5 kN/㎡

활하 2.5 kN/㎡

표 1. 지진하  산정조건 

* 보-기둥 단 합, 모든 횡력은 가새가 지지.

* 보-기둥의 강종은 SM490, 가새는 SS400을 사용

* 가새골조 설계는 AISC-LRFD 2005 내진설계 기 에 의함.

* W: 골조의 유효 량

* PGA : 설계용 최 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5@8m=40m

Braced bay

그림 7. 모델골조의 구조평면도

그림 8. 모델골조의 입면도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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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기둥 보 가새

9 W10×77 w40×149 HSS 5×5×1/2

8 W10×77 w40×149 HSS 5×5×5/8

7 W10×77 w40×264 HSS 7×7×5/8

6 W12×152 w40×264 HSS 7×7×5/8

5 W12×152 w40×264 HSS 8×8×5/8

4 W14×211 w40×331 HSS 8×8×5/8

3 W14×211 w40×331 HSS 8×8×5/8

2 W14×311 w40×331 HSS 8×8×5/8

1 W14×311 w40×331 HSS 8×8×5/8

표 2. 모델골조의 부재 설계

(a) 9층

(b) 15층

층 기둥 보 가새

15 W10×77 W40×149 HSS 5×5×1/2

14 W10×77 W40×149 HSS 5×5×1/2

13 W12×152 W40×249 HSS 6×6×5/8

12 W12×152 W40×249 HSS 7×7×5/8

11 W12×152 W40×249 HSS 7×7×5/8

10 W14×257 W40×331 HSS 8×8×5/8

9 W14×257 W40×392 HSS 9×9×5/8

8 W14×283 W40×392 HSS 9×9×5/8

7 W14×283 W40×392 HSS 9×9×5/8

6 W14×370 W40×392 HSS 9×9×5/8

5 W14×370 W40×392 HSS 9×9×5/8

4 W14×500 W40×392 HSS 9×9×5/8

3 W14×500 W40×392 HSS 9×9×5/8

2 W14×550 W40×392 HSS 9×9×5/8

1 W14×550 W40×392 HSS 9×9×5/8

4. 새로운 축력 산정법의 제안

4.1 FMPM (Frist Mode Pushover Method)

잘 설계된 심가새골를 상으로 가장 지배 인 모드인 1차 

모드로 푸시오버해석을 하면, 부분의 경우 층부에서 가새

가 좌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차모드의 향

에 의해 상층에서 가새의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푸시오버해석에서 확인된 층부 좌굴층의 수직

불균형력은 선형합산하고, 나머지 상층부의 불균형력은 SRSS

법에 의해 조합하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으로 제안한다. 그림 

9는 6층 골조를 로 하여 FMPM의 차를 요약한 것이다.

 

     

    

   

  

 



수직불균형력 조합방법

그림 9. FMPM 시: (6층 골조에서 1차모드 푸시오버해석시 

2개층이 좌굴하는 경우)

층 골조에서 층 기둥에 불균형력이 유발하는 추가의 

축력  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5)식과 같다.

   
 



 



  




                (5)

단,    일 때는 다음의 (6)식을 용한다.

   



 




                             (6)

를 용한다. 

여기서 는 1차모드 푸시오버해석에 의해 확인 된 층부 좌

굴층의 수 (가령 층부 1, 2, 3층이 동시에 좌굴한 경우 

  )

4.2 MMPM (Multi-Mode Pushover Method)]

1차모드 해석과 달리 고차모드까지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

면 각 모드에 의한 가새좌굴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정교한 측이 가능하다. 아래 (7)식으로 주어지는 차모드 

면 단력의 요구치와 차모드 푸시오버해석에서 얻어진 

면 단강도를 비교하면 고차모드에 의한 좌굴포텐셜을 아래에

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mode base shear demand)  

      

 (7)       

                                              

여기서, : n차 모드의 면 단력

           : n차 모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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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모드 주기     

        층의 질량

         층에 해당하는 n 차 모드벡터의 성분

지붕층 변

1차모드

차모드



 

그림 10. 1차  차(고차)모드 푸시오버 곡선의 일례 

 

이 방안을 그림 10을 토 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는  1차모드  차모드 푸시오버해석에서 얻어진 면

단강도의 최 값이다. 에 조정계수(scale factor: 

 를 곱하여 와 일치시켰을 때, 동일조정계수

를 에 곱하여 얻어진 크기가 보다 크다면 이는 1차 

모드에 의한 좌굴발생 시 에서 차모드 면 단력의 요구값

(demand)이 차모드의 좌굴내하력을 상회하므로 차 모드

의 동시발생 좌굴포텐셜도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차모드의 좌굴 포테션이 클 경우( ≥  )는 1

차모드의 수직불균형력과 고차모드의 수직불균형력을 선형조

합을 하고(아래 (8)식), 그 지 아니한 경우(   )에는 

SRSS법으로 조합할 것(아래 (9)식)을 제안한다.

∙ 선형조합

  
 

×

 ≥                         (8)

∙ SRSS조합

  
 

×

                          (9)

여기서, 은 좌굴포텐셜 계수

단, 의 방안 용시에 고차모드 푸시오버 해석까지 좌굴하

지 않는 층은   으로 산정한다(푸시오버해석시 질

량 참여율 90%까지 수행한다). 그림 11은 1차모드 해석시 1, 

2층 가새좌굴, 2차 모드 해석시 5층가새가 좌굴한 6층 역V형 

심가새골조의 수직불균형력 산출 이다. 







   

  







   

  







  ≥    

그림 11. 좌굴포텐셜계수에 따른 좌굴발생시 수직불균형력 

산출사례

4.3 MSBM (Mode Shape based Method)

 앞의 4.1, 4.2 에서 제시한 방법은 기본 으로 비선형 정

 푸시오버해석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선형정  푸시

오버해석은 아직 구조설계 실무에서 일반화된 방법이 아니고, 

많은 계산 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에서는 좀 더 실무 친화

인 방법으로서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선형 고유치 

해석을 기 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 (10), (11)식은 차 모드에 의한 층의 층 단력

(story shear demand)를 나타낸다.   

  
 



  
 



  
 



     (10)

여기서 각층의 질량이 일정하면(  ), 식은 다음의 

(11)식으로 간단해 진다. 

  
 



                                (11)

식에서 보듯이 차모드에 의한 층의 층 단력의 상  크

기는 모드벡터의 최상층에서 층까지의 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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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목하면 기본 인 모드해석만 수행하고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되는 고차모드 푸시오버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

의 모드에서 어떤 층이 좌굴하는지를 단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지진하 의 특징은 각 모드별로 일정형태를 가지는 로

필의 횡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 하 이 특정 층의 가새의  좌굴

강도(Capacity)를 과하면 해당 층의 가새는 좌굴을 한다. 

따라서, 모드벡터의 최상층에서 해당층까지의 값()
를 해당층 가새의 횡력에 한 좌굴강도()값으로 나  상

 DCR(Realtive Demand to Capacity Ratio)을 비교하

면 특정모드에 한 가새좌굴 치를 별할 수 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9층 모델골조에 한 2차모드 

분석 결과이다(층별질량일정). 상  DCR의 최 값이 8층에서 

발생하므로 가새좌굴은 8층에서 일어날 것으로 측할 수 있

다. 이것은 2차모드푸시오버 해석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 한다. 

층 


(상 층 단력)



(층좌굴강도, kN)

 상  DCR

9 -0.382 -0.382 1178 0.000324

8 -0.179 -0.561 1178 0.000476*

7 0.060 -0.501 2116 0.000185

6 0.205 -0.296 2116 0.000109

5 0.301 0.005 2709 0.000002

4 0.333 0.338 2709 0.000125

3 0.307 0.645 2709 0.000238

2 0.232 0.877 2709 0.000324

1 0.123 1.000 2709 0.000369

표 3. 2차모드에 한 상  DCR 층별분포

* 임계층 (곧 좌굴층)

 

의 방법을 그 로 1차모드에도 용하면 가새좌굴은 임계

층인 1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별 되지만, 일반 으로 1

개층 이상이 동시 좌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층부의 

층 단력차이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다. 1차모드의 경우 1층 

층 단력(
 



)과 2층층 단력(
 



)크기 차이가 미비하다

(본 연구의 9층 가새골조의 경우 1.4%차이, 표 4의 참
고). 그리고 일반 으로 가새골조의 횡강도는 가새좌굴 이후에 

바로 락하지 않고 인장가새가 항복에 도달하기 까지 약간의 

강도의 증가가 존재한다. 즉 1층 압축가새의 좌굴 이후 인장가

새의 항복까지 추가 인 횡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층의 가새

좌굴까지 발할 수 있다.

실례로서, HSS 7×7×0.625 가새부재(세장비   )

로 구성된 그림 2와 같은 단층골조를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

면, 그림 12와 같이 층 단력의 최 값은 가새 좌굴지 이 아

니라 인장가새의 항복 지 에서 일어난다. 

층간변 (%)

 





인장가새항복

압축가새항복

그림 12. HSS 7×7×0.625 가새부재로 구성된 단층골조의 

비선형정 해석

 따라서 가새의 후좌굴 거동을 반 하여 1층에서 발  가능

한 최 단강도를 감안해야 1차모드에 의한 1개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좌굴층의 치를 좀더 정확히  단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후좌굴 거동을 간단히 모사하면서 최

 층 단 항력을 산정할 수 있는 약산식을 아래의 (12)식과 

같이 제안하겠다(유도과정 부록참조).

  
          



 


         


 ×
        

                                                    (12)

표 4는 본 연구의 9골조에 해 1차모드에 한 MSBM을 

용한 결과이다. (12)식에서 구한 1층 최 단력 

  를 최상층에서부터 된 상 층 단력비

()로 곱하여 층 단력분포를 구하고 각층의 좌굴강도와 

비교하여 하부2개층에서 좌굴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엮시 푸시오버해석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MSBM을 용함에 있어서 고려 상이 되는 모드

는 1차모드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드 질량이 체건물질량의 

90%까지 수행을 권장한다(통상 2차 는 3차모드까지 고려

하면 충분). 다음 (13)식에 수직불균형력 를 구할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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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MSBM에 의하여 좌굴발생이 측되지 않은 포텐셜이 

낮은 층의 는 0으로 한다.

층 


(상 층 단력)

 

(1층 최 단력) 

도달시 층 단력분포


(층좌굴강도, kN)

9 0.224 0.224 621.82 1178

8 0.196 0.420 1165.82 1178

7 0.163 0.583 1618.41 2116

6 0.134 0.717 1990.39 2116

5 0.105 0.822 2281.87 2709

4 0.078 0.900 2498.40 2709

3 0.054 0.954 2648.30 2709

2 0.032 0.986 2737.13 2709

1 0.014 1.000 2776.00 2709

표 4. 1층이 최  면 단력에도달할 때 DCR 분포 

(9층 가새골조)

4. 4 기둥부재의 설계 비교

기둥설계는 우선 행 설계기 인 증폭지진하 법에 의해 기

둥부재를 탄성설계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3가지방법으로 재 

설계하 다. 표 5는 각각의 설계법(Amplifeid Seismic 

Load Method, FMPM, MMPM, MSBM)에 한 부재 설

계이다. 3층 가새골조의 경우 폭두께비 제한으로 인하여 설

계결과에 차이가 없다. 제안한 방법들은 고층으로 갈 수록 효

과 이며,  기 인 증폭지진 하 법 비 최  21%의 철골

물량 감소율을 보인다. 

층 ASLM*
제안된 방법

FMPM MMPM MSBM

9 W10×77 W10×77 W10×77 W10×77

8 W10×77 W10×77 W10×77 W10×77

7 W10×77 W10×77 W10×77 W10×77

6 W12×152 W10×77 W10×77 W10×77

5 W12×152 W14×211 W14×145 W14×145

4 W14×211 W14×211 W14×145 W14×145

3 W14×211 W14×211 W14×145 W14×145

2 W14×311 W14×283 W14×233 W14×257

1 W14×311 W14×283 W14×233 W14×257

Steel Weight Ratio
(proposed/ASLM)

1.00 0.95 0.77 0.79

표 5. 각 디자인 별 부재 산출 비교

(a) 9층

* ASLM: Amplifeid Seismic Method

층 ASLM
제안된 방법

FMPM MMPM MSBM

15 W10×77 W10×77 W10×77 W10×77

14 W10×77 W10×77 W10×77 W10×77

13 W12×152 W10×77 W10×77 W10×77

12 W12×152 W12×152 W10×77 W10×77

11 W12×152 W12×152 W12×152 W12×152

10 W14×257 W12×152 W12×152 W12×152

9 W14×257 W14×257 W12×170 W12×170

8 W14×283 W14×257 W12×170 W12×170

7 W14×283 W14×283 W12×279 W12×279

6 W14×370 W14×283 W12×279 W12×279

5 W12×370 W14×283 W12×279 W12×279

4 W14×500 W14×426 W14×370 W14×370

3 W14×500 W14×426 W14×370 W14×370

2 W14×550 W14×550 W14×500 W14×500

1 W14×550 W14×550 W14×500 W14×500

Steel Weight 

Ratio

(proposed/ASLM

1.00 0.88 0.79 0.79

(b) 15층

5. 제안된 방법의 검증

5.1 가새모델의 캘리 이션

비선형해석에 의해 가새좌굴에 따른 구조거동에 한 향을 해

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가새의 후좌굴 거동(post buckling 

behavior)을 정확히 모사해야 한다. 마크로(macro)해석에 리 

사용되어온 가새모형은 상학  모델 (phenomelogical model)

이다( , Jain(1980), Marshall(1998)). 반면에 물리  모형

(physical model)은 가새의 재료  기하학  특성을 명시 으

로 반 하여 반복하 을 받는 가새의 좌굴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riz-Mahin(2004)이 최근에 제시한 물리  모

형을 사용하 다. 그림 13은 물리  가새모형을 비선형해석 로

그램 OpenSEES (Mackenna, F., 1997)에서 구 하기 한 

것이다. 두 개의 비선형 beam-coulmn 요소(fiber section 사

용)를 합하고 기변형(initial imperfection)을 주면 앙에

서 소성힌지를 발생시켜 좌굴거동을 유도할 수 있다. 기변형의 

크기를 조 하면서 목표좌굴강도 값을 구 하고, 단부의 회 스

링의 강성을 조 하여 후좌굴 강도값을 조정하는 순서를 취하

다. 그림 14는 의 차에 따라 기변형과 스 링 강성을 실험

결과(한상환 등, 2004)와 캘리 이션 한 후 시뮬 이션 이력거

동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매우 만족 스러운 거동을좌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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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모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골조의 모든가새 부재에 

와같은 캘리 이션을 수행한 다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방법의 타당성을 비선형동 해석에 의해 검증하 다.

   축방향 변
   기변형

  스 링 강성

그림 13. 물리  가새모형구성



  

Experimental

OpenSEES

그림 14. 가새이력거동의 비교 

(시험체시험체 S90-8 : □100×100×9,  90.37)

5.2 입력지진  비선형 동 해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일반 인 조건에 해 

검증하기 해 SAC 지진데이터(Somervill 등, 1997)가운데 

견고지반의 재 주기 2500년에 해당하는 20개의 기록(LA21 

~LA40)을 사용하 다. 의 지진기록은 진앙거리, 주 수성

분, 강진지속시간 등이 다양하여 지진동의 불확실성을 잘반

하고 있다. 동 해석시 건물의 1차 기본진동주기에서 표 1의 

Newmark 설계스펙트럼과 각 지진기록에 의한 면 단력이 

같도록 지진가속도 기록을 스 일링 하 다. 그림 15는 각 설

계법(ASLD, FMPM, MMPM, MSBM)에 의한 기둥의 축강

도와 상기 20개 가속도 기록을 사용하여 얻어진 동  기둥 축

력의 최 치의 평균과 평균에 더하기 1표 편차()를 비

교한 것이다. 동  기둥축력의 최 치는 ASLD 모델골조를 

상으로 얻어진 것이다(다른 설계모델의 동 해석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3층의 경우 폭 두께비 제한 때문에 기둥의 단

면 이 모두 같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본연구에서 제시한 3가

지 방법은 기둥축력 최 치의 평균에 해서는 물론 84.1 

percentile(로그노말 분포 가정시)의 기둥축력에 해서도 탄

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행 설계법의 기둥 축력산정법은 매우 보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3가지 방법 에서 가새좌굴층과 수직불균형력의 

조합을 가장 논리 으로 한 MMPM이 실제 응답과 근 한 단

면 사용의 효율을 보여주며, MSBM역시 간단한 계산으로 

MMPM못지 않은 기둥 단면의 사용 효율을 보인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 제안한 축력산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3층, 12

층, 15층의 경우에는 기둥 같은 단면을 갖고 있다. 

          

(a) 3층

(b) 6층

 

(c) 9층

(d)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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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5층

그림 15. 각 방법별 설계강도 비교 (LA21∼LA40)

5.3 동  좌굴거동에 한 상세고찰

비선형 동  해석결과를 자세히 고찰해보면 고차모드에 의

한 좌굴발생 치는 본 연구의 방법에서 측한 곳에서 반드

시 일어나지는 않는다. 를 들어 9층 가새골조는 1차모드에 

의해 1, 2층 고차모드에 의해 8층이 좌굴하는 것으로 측 

되었으나, 그림 16에서 보듯이 반드시 측된 곳에서 좌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MMPM 는 MSBM에 의해 산정한 가새좌굴 

치는 각각의 모드에 한 것이지만, 실제 지진하 하에서는 

모드끼리 서로 간섭 는 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좌굴 층의 

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가새좌굴이후 건물 체의 횡강성 

하로 주기가 바 어서 다른 거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이 특정층의 좌굴발생을 모두 다 정

확히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역

량설계법에서 요구되는 강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첫째는 그림 16에서 보듯이 가새좌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

기 때문이다. 9층 가새골조의 LA31의 응답의 경우 기 

측은 3개 층 이었지만, 4개의 층에서 좌굴하하 다. 그러나 

그림 17에서와 같이 좌굴 발생의 시간 가 서로 다르다. 결국 

에서 설계된 것처럼 3개의 수직불균형력을 항할 단면만 

확보하면 안 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실제 지진응답에서 발

생하는 수직불균형력이 (1)식에 의해 설계에서 가정한 크기만

큼 항상 발 하지 않는다. 이런 제반 요인에 의해 본 연구의 

방법은 약산법이면서도 매우복잡한 상에 해 실제 으로 

잘 작동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6. 요약  결론

역V형 심가새골조의 동  거동을 고려한 합리  기둥부재 

내진설계법에 해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left brace
right brace

(d) 1층가새 동 응

답

left brace
right brace

(e) 2층가새 동 응

답

left brace
right brace

(c) 6층가새 동 응

답

left brace
right brace

(b) 8층가새 동 응

답

압축좌굴

인장항복

(a) 시간 별 가새좌굴  인장항복

11.13

s

11.66

s

11.65

s

11.03

s

11.05

s

 8.32s

12.52

s

11.02

s

그림 16. LA31 입력지진에 한 9층 가새골조의 동 응답

(1) 본 연구에서는 1차모드 푸시오버해석, 고차모드 푸시오

버해석, 그리고 선형 고유치해석과 DCR 분석을 토 로 

좌굴층을 측하여 역 V형 심가새골조의 기둥축력을 

합리 으로 산정하는 3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비선형동 해석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하 다. 

(2) 3가지 방법모두 행내진기 인 증폭지진하 법에 비해 

기둥물량이 경감되면서도 역량설계법의 철학을 만족시

켰다.

(3) 제시한 3가지 방법 가운데 고차모드 푸시오버해석이 요

구되는 MMPM이 가장 경제 인 설계 결과를 주지만, 

선형고유치 해석만 사용하는 MSBM 역시 유사한 결과

를 주므로, MSBM을 실무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본 연구의 방안을 역 V형 심가새골를 상으로 논의 

되었지만, 여타의 비슷한 거동을 하는 심가새골조(가

령 X형 가새골조)에 해서도 그 로 용할 수 있는 

일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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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층간변 ()  층 단력() 계식의 

해석  유도

이하에서는 MSBM의 용에 사용하기 해 후좌굴 거동을 

간단히 모사하면서 1층의 최 단 항력을 구하는 식을 제안

한다. 실용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단순한 수식을 유도하기 

해 가새골조의 보와 기둥의 변형은 무시하면(그림 A-1 참

고) 가새의 축방향 길이 변화  층간변  계를 다음식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A-1. 가정된 가새골조의 변형

     

  
                     (A1)

               

 
                    (A2)

        

압축가새의 축방향 변형은 좌굴강도()에 도달 하기 이  

까지는 다음의 계식 (A3)를 만족한다.

    


                                     (A3)

    여기서  : 작용축력

             : 탄성계수

             : 가새부재의 단면

압축가새가 좌굴하 에 도달하면 좌굴과 동시에 소성힌지가 

가새 앙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면(그림 A-2), 소성모

멘트 는 다음의 식 (A4)에 의해 산정된다.

   ×                               (A4)

여기서,

                                       (A5)

        

단, 은 AISC-LRFD(2005) 기둥곡선으로 사용

  

 

 





  
















그림 A-2. 압축가새의 좌굴모형

                            

  



 


 
  



                      (A6)

         

압축가새의 거동은 아래 식 (7), (8)에 의하여   

계로 기술할 수 있다.

  


      ( ≤  , 즉 좌굴이 )        (A7)

 

일정 
 (   , 즉 좌굴이후)     (A8)

여기서,  



인장가새의 경우 아래의 식 (A9), (A10)을 만족한다.

  


   (  , 즉 인장가새항복 이 )  (A9)

      ( ≤  , 즉 인장가새항복 이후)   (A10)

여기서,  인장가새의 항복강도

      

   



층 단력은 압축  인장가새 축력의 수평성분이므로 다음

과 같다.

                               (A11)

(A1),(A2)식과 (A7)~(A10)식을 (A11)식에 입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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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층 단력()과 층간변 () 계는 3분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i)  ≤  인 경우 (즉, 압축가새 좌굴이 ) 

 

     

                    (A12)

(ii)    ≤  인 경우 (즉, 압축가새 좌굴이후, 인

장가새 항복 이 )

  
         

       

 


 
       



 ×

                                                 (A13)

(iii)  ≤  인 경우 (즉, 인장가새 항복이후)

  

        

 


 
       



 ×

                                                 (A14)  

                                                         

여기서,                   

                   

따라서, (A12)~(A14)에 의해 탄성거동에서 후좌굴 거동 

역에 걸친 포 하는 층 단력의 최 값

    을 구할 수 있다. 층 단력의 최 값은 인

장가새의 항복시 으로 잡아도 무방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A-3 HSS 8×8×0.625 가새부재로 구성된 단층골조

의 OpenSEES 해석결과와 제안식에 의한 의 결과를 비

교 한 것이다.    , OpenSEES 해석 결과는 

로서, 본 연구의 제안식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다.

인장가새

(kN)

층간변 (%)

층 단력



압축가새

ProposedOpenSEES

그림 A-3. HSS 8×8×0.625 가새부재로 구성된 단층골조의 OpenSEES

해석결과와 제안식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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