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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utational Platform for Nonlinear Analysis of Deep Beam-and-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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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 연구에서는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내진성능평가를 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제시하 다. 사용된 로그

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을 한 RCAHEST이다.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강도, 연성도 등 거동특성을 악하

기 한 반복횡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의 변수로는 축력과 횡방향 철근량을 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깊은보-내부기

둥 합부의 내진성능평가를 해 제안한 해석기법을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깊은보-내부기둥 합부, 내진성능평가, 거동특성, 반복횡하 , 해석기법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for the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of deep 

beam-and-interior column joints. A computer program, named RCAHEST(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 for the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as used. Horizontal cyclic load tests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strength, ductil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deep beam-and-interior column joints. Experimental parameters are 

axial forces and amount of transverse reinforcement. The proposed numerical method for the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of 

deep beam-and-interior column joints is verified by comparison of its results with reliable experimental results.

Keywords : deep beam-and-interior column joints,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behavior  characteristics, 

horizontal cyclic load, numer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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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그리스, 터키, 만 등에서는 큰 지진으로 인하

여 수많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건축물, 사회기간시설물 등

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부터 주요 구조물의 내진성

능의 확보가 인명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얼마나 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에 한 계기 측을 시작한 이래, 홍

성지진, 월지진 등 소규모의 지진이 빈번히 측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도 지진에 해 안 한 곳이 아니라

는 각성과 함께 지진에 한 피해를 일 수 있는 방안을 논

의하게 되었으며 신축 는 기존 구조물의 지진거동 악  

내진설계 등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부 벽식-하부 골

조로 이루어진 형태의 건물은 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모

멘트 항골조나 벽식 구조와 달리 하부골조에 손상이 집

되어 하부 연약층에서 괴가 발생하고 이는 건물 체의 붕

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형 피해가 우

려되는 표 인 라 할 수 있다(김 수 등, 2003; 고동우 

등, 2006; 고  등, 2009).

이 연구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이러한 상부 벽

식-하부 골조로 이루어진 건물의 요한 내진특성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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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열발생후 콘크리트의 구성모델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지진거동을 악하고 그 내진성능

을 평가하는데 목 이 있다. 한 횡방향 철근량만을 고려한 

기존의 ACI 진지역내진상세(ACI, 1995)에 의한 방법과 축

하 과 연성의 향 등을 고려하여 횡방향 철근을 산정하는 

Sheikh가 제시한 식(1997)에 따라 설계된 내부기둥의 거동

특성 차이를 규명하여 약진 지진지역에서의 합리 이면서 

경제 인 내진설계법의 개발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은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의 항

복,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작용  균열 면에서의 단 달

효과 등과 같은 재료 인 특성에 크게 지배되기 때문에, 이

를 해석 으로 측하기 해서는 각각의 재료 인 특성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표 할 수 있는 재료모델의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축 응력 상태에 한 

직교 이방성 재료모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요소의 거동특성을 표 하고, 이를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확장한 기존의 검증된 로그램(Kim 등, 2003; 2005; 2007; 

2009)을 이용하여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거동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자유도계 구조물의 용에 한계를 보일 수 

있는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CSM) 

(ATC, 1996; 송종걸 등, 2008)의 단 을 보완한 손상지수

를 이용한 내진성능평가 기법(Kim 등, 2005; 2007)을 확장

하여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을 해석 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2. 산 랫폼 RCAHEST

2.1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재료모델

철근콘크리트는 일반 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되는 

복합재료이며, 비선형 재료모델은 이들 각 구성 재료가 첩된 

것으로 표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해석모델은 콘크리트와의 부

착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비선형 재료

모델은 자 등에 의하여 이미 발표된 재료모델(Kim 등, 

2003; 2005; 2007; 2009)을 그 로 용하기로 한다. 사용

된 비선형 재료모델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균열이 분산하여 분포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형거동은 

사용된 균열개념에 크게 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제 2 

균열의 발생을 제1균열과 직교방향으로 발생하도록 제한하여 

콘크리트의 강성이 과 평가 되는 직교 고정균열모델과 달리, 

실제 주응력의 방향과 직각으로 발생하도록 한 비직교 고정균

열모델을 용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성을 보다 사실 으로 

평가하 다.

균열이 발생하기 의 콘크리트의 역학모델은 이축응력상

태에 한 탄소성 괴모델의 기본개념에 의해서 표 된다. 

균열발생후의 비선형성은 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재료  

비선형성에 해서는 철근콘크리트 요소의 직교 이방성의 가

정에 따라, 균열직각방향으로 콘크리트가 부담하게 되는 인

장응력을 고려하기 한 인장강성모델과 균열방향으로의 압

축강성 하를 고려하기 한 압축강성모델  균열면에서의 

단 달효과를 고려하기 한 단 달모델을 각각 용한

다(그림 1).

콘크리트 속의 철근에 한 항복후 거동은 철근만의 특성

과 함께 부착효과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속의 철근응력은 일정하지 않고 균열면에서 최 가 된다. 철

근의 응력-변형률 계가 탄성 역에 있는 경우에는 철근만

의 구성모델을 용하면 된다. 그러나 균열면에서 철근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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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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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 랫폼 RCAHEST

로 항복하게 되면 철근의 평균응력-평균변형률 계는 더 

이상 탄성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균열부분을 제외하면 철

근은 아직 항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가된 변형률에 따라 응

력이 증가하게 된다. 즉 균열부분은 철근의 항복으로 인해 

응력의 증가가 없지만 내부의 철근의 응력은 증가하여 철근

의 평균응력이 증가하게 되므로 철근만의 응력-변형률 계

에서 볼 수 있는 항복고원 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

에서는 포락선부분에 한 철근의 항복후 거동을 자 등이 

제안한 trilinear 모델로써 표 하 다(그림 2).

횡방향으로 배근된 구속철근은 콘크리트의 극한강도와 극

한변형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다. 이와 같이 

증가된 콘크리트의 강도와 변형률로 인해서 지진하  등과 

같은 반복하 을 받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부재는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수한 연성능력  복원력 특성을 나타

낸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단면형상에 계없이 용

할 수 있고, 종방향 철근  구속철근의 양, 구속철근의 항복

강도  배근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Mander 등

(1988)의 제안모델을 채택하 다(Kim 등, 2003).

압축 괴가 발생한 콘크리트의 역학  특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

트 압축 괴 이후의 효과를 Kent 등(1971)에 의해 제안된 

해석모델을 수정하여 고려하 다. 한, 압축 괴가 발생한 

콘크리트의 안에 있는 철근의 좌굴거동은 최종 인 내력 하

의 원인이 된다.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에 압축 괴

가 발생하면 철근이 좌굴을 하 다고 단하 으며 좌굴 시

의 철근의 응력은 압축 괴가 발생한 콘크리트에서와 같이 

좌굴을 무시하고 구한 철근 응력의 20%를 취하 다(Kim 

등, 2005).

지진하 과 같은 반복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

선형 이력거동 특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해서는 하 재하 

회수에 의한 피로거동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해석모

델에 하 재하 회수의 에 따른 강도  강성 하의 

향을 용함으로써 피로손상을 고려하 다. 철근의 피로모델

은 Coffin-Manson의 제안식(Mander 등, 1994)을 용하

으며 콘크리의 피로모델은 Kakuta 등(1982)의 제안식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2.2 산 랫폼의 작성

이 연구에서는 자 등에 의하여 그 동안 개발된 철근콘크리

트 평면응력요소, 그리고 경계면요소 등(Kim 등, 2003; 

2005; 2007; 2009)을 미국 버클리 학의 Taylor가 개발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FEAP ver. 7.2(Taylor, 

2000)에 이식하여 모듈화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RCAHEST(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3).

2.3 비선형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최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Limit 

State Design) 이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

본으로 성능기반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이론으

로 환하여 한층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한 요구되는 

성능기 에 합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한 기반기술의 개발

이 필요시 되고 있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는 구조물이 측 가능한 내진성능을 확

보하고 규정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해

석과 설계 차를 포 하고 있는 차세  개념의 내진설계 방법

이다. 즉 상되는 지진하 에 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한 피해정도 혹은 에 지 흡수정도를 미리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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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능기반 내진설계 체계

Performance level Service Repair
Damage

State Index

Fully operational Full service Limited epoxy injection Hairline cracks 0.1

Delayed operational Limited service Epoxy injection Concrete patching Open cracks Concrete spalling 0.4

Stability Not useable Replacement of damage section Bar buckling/Fracture Core crushing 0.75

표 1 성능수  상세와 지진손상 평가

그림 5 성능수 과 손상상태를 평가하는 지진손상 평가법

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설계법이다(ATC, 1996).

그림 4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성능기반 내진설계 체

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능목표는 지역의 요도  교량의 

요성 등에 따른 험수 에 의해 결정된다(Lehman 등, 

2004). 이러한 내진설계 체제는 교량과 건물의 여러 성능기반 

설계규정과 거의 유사하다(ATC, 1996; FEMA, 1997).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진손상 평가법(Kim 등, 2005; 

2007)을 확장하여 표 1과 같이 성능수 과 함께 비교하여 

나타냄으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가 가능

하도록 하 다. 완 기능 수 은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능수행 수 은 경미한 손상이 발

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붕괴방지 수 은 심

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부분 는 체 인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와 같이 성능기반 내진설계 체제는 손상상태의 정량화가 

필수 이며 이는 그림 5와 같이 확장된 지진손상 평가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손상상태의 정량화는 기존의 연구자들

이 제시한 손상지수에 한 연구결과(Kim 등, 2005; 2007)

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손상상태는 한 개 는 그 이상의 한

계상태에 의해 결정되고 각각은 성능수 을 규정할 수 있다.

3. 해석   고찰

3.1 선정된 실험체의 제원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기법과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은 깊은보-내부기둥 합부

(고동우 등, 2006)를 선정하 다. 이 실험체를 해석 로 

채택한 이유는 지진하 과 같은 반복하 을 받는 깊은보-내

부기둥 합부의 비탄성 거동특성을 정량화시킨 실험이기 때

문이다.

실험체는 1/2.5 축소모델로 제작되었으며 콘크리트 공시체

의 28일 평균압축강도는 33.6MPa이다. 주철근은 SD 40의 

D10철근, 횡철근은 4일반철선과 D5철선을 사용하 으며 

평균항복강도는 각각 440MPa, 351MPa, 475MPa이다.

그림 7은 ACI 기 (1995)과 Sheikh 제안식(1997)에 

따라 각각 설계된 기둥의 소성힌지 부분의 단면이며 이를 

1/2.5로 축소하 다. 설계된 기둥에 해 상부축력과 횡철근

량을 달리한 깊은보-내부기둥으로 이루어진 부분 구조체를 

제작한 후 반복횡하  실험을 수행하여 기둥의 강도, 연성, 

그리고 이력특성을 분석하 다. ACI의 방법에 따라 설계한 

실험체는 INT A-1과 INT A-2이고, Sheikh가 제안한 방

법에 따라 설계한 실험체는 INT S-1과 INT S-2이다. 이때 

축력이 0.3인 실험체는 “-1”, 축력이 0.2인 실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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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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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깊은보-내부기둥 합부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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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둥의 단면

“-2”로 표시된다.

재하는 축하 을 가력한 후 ±1mm, ±2mm, ±4mm, ±8mm 

～±32mm 까지 각 단계에서 2회씩 반복하는 변 제어 방식으

로 가력한 후 최종단계에서는 기둥의 주철근이 완 히 좌굴되

어 피복이 박리될 때까지 가력하 다.

3.2 유한요소해석을 한 요소분할

이 실험체들의 유한요소해석을 해서 그림 8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요소 50개, 탄성요소 2개, 그리고 경계면요소 4개로 

총 56개의 요소로 분할하 다. 철근콘크리트요소의 경우에는 

8 을 갖는 등매개요소로서 3  가우스 분을 용하 고, 

가력 과 지지 에는 실험에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탄성요소를 사용하 다. 한 깊은

보와 내부기둥의 합부에는 정착슬립 등의 불연속 변 를 고

려하기 하여 6  경계면 요소를 사용하 다.

이산균열개념에 근거한 경계면 요소는 기본 으로 요소의 

평행  직각방향으로만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술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을 그 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면 요소의 변형은 인 한 두 부

재간의 상 변 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요소의 응력-변형률 

계는 압축응력-압축변   단응력- 단미끄러짐의 계

로 정의된다. 이때 경계면 요소의 총 단변 는 합면에서

의 미끄러짐과 국소 인 응력집 의 향으로 인한 변 의 

합으로 표 하 다(Kim 등, 2003; 2005). 그리고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일반 탄성해석과의 수렴성 시험(convergence 

test)결과 형상비(aspect ratio)에 의한 향은 1.0%미만

이었으며, 이는 콘크리트구조의 비선형해석에서 상되는 오

차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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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체 INT A-1의 하 -변  곡선 그림 10 실험체 INT A-2의 하 -변  곡선

그림 11 실험체 INT S-1의 하 -변  곡선 그림 12 실험체 INT S-2의 하 -변  곡선

3.3 해석결과

그림 9～그림 12는 이 연구의 해석모델을 용한 유한요

소해석 결과와 실험에 의한 하 -변  계를 나타내고 있으

며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반 으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험체에 반복 주기하 이 진행되는 

동안 소성힌지 역에서 비탄성 변형이 증 됨에 따라 일어

나는 콘크리트의 균열과 쇄, 그리고 이로 인한 손상이나 

괴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일반 인 실험체의 괴형상은 실험과 해석결과 모두 먼  

수평균열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수평균열 주 로 미세한 수직

균열이 발생하 다. 상부 변 가 더욱 커지면서 최 에 발생

한 수평균열이 사방향으로 발 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부터 

수직균열이 발생하 다. 이후 하 이 반복되면서 소성힌지부

에서 콘크리트 피복의 탈락이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변형능력을 보이다가 노출된 철

근의 좌굴과 인장이 반복되면서 주철근이 단에 이르 다.

이 연구의 해석에 의한 최 하 과 변 연성도를 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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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Experiment Analysis

(1)/(3) (2)/(4)

kN

(1)

μ

(2)


kN

(3)

μ

(4)

INT A-1 277.0 5.5 263.8 6.6 1.05 0.83

INT A-2 247.6 5.7 240.1 6.8 1.03 0.84

INT S-1 294.4 5.6 271.6 6.8 1.08 0.82

INT S-2 247.2 9.7 252.9 10.0 0.98 0.97

Mean 1.04 0.87

COV 0.04 0.08

표 2 실험  해석결과의 비교

그림 13 연성도 산출

Drift

(mm)

실험체 INT S-1 실험체 INT S-2

Damage 

Index
Performance Level

Damage 

Index
Performance Level

1.0 0.00 Fully operational 0.01 Fully operational

2.0 0.05 Fully operational 0.04 Fully operational

4.0 0.07 Fully operational 0.05 Fully operational

8.0 0.08 Fully operational 0.07 Fully operational

12.0 0.13 Delayed operational 0.13 Delayed operational

16.0 0.18 Delayed operational 0.17 Delayed operational

20.0 0.29 Delayed operational 0.21 Delayed operational

24.0 0.47 Stability 0.26 Delayed operational

28.0 0.97 - 0.32 Delayed operational

32.0 0.99 - 0.37 Delayed operational

40.0 0.99 - 0.51 Stability

표 4 실험체 S series의 내진성능평가

Drift

(mm)

실험체 INT A-1 실험체 INT A-2

Damage 

Index
Performance Level

Damage 

Index
Performance Level

1.0 0.00 Fully operational 0.01 Fully operational

2.0 0.06 Fully operational 0.06 Fully operational

4.0 0.09 Fully operational 0.08 Fully operational

8.0 0.09 Fully operational 0.09 Fully operational

12.0 0.18 Delayed operational 0.20 Delayed operational

16.0 0.22 Delayed operational 0.24 Delayed operational

20.0 0.30 Delayed operational 0.33 Delayed operational

24.0 0.32 Delayed operational 0.38 Delayed operational

28.0 0.91 - 0.50 Stability

32.0 0.99 - 0.99 -

40.0 0.99 - 0.99 -

표 3 실험체 A series의 내진성능평가

함께 비교하여 표 2에 정리하 다. 이 표에서 변 연성도는 

그림 13에서 보듯이 Sheikh(1997)가 용한 방법을 사용

하 다. 즉, 최 하 이 0.8배일 때 변 와 기하 이 유지

되어 최 하 에 도달하 을 때 변 의 비를 변 연성도로 

정의하 다.

실험  해석결과 모두 Sheikh의 제안식에 따라 설계한 

경우 최 강도와 변 연성도는 ACI 방법에 따라 설계한 기

둥보다 증가하 으며, 두 가지 설계법 모두 축하 이 증가할 

경우 최 강도 이후 강도감소 상이 커지면서 연성도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이 기둥의 연

성과 강도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최 하 에 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가 각각 1.04와 0.04로서, 최 하 의 평균

값은 반 으로 실험결과를 안 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변

동계수가 0.04에 불과하여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비탄성 

거동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변 연성도에 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각각 

0.87과 0.08로서, 변 연성도의 평균값은 실험결과 보다 다

소 크게 평가하고 있으나 변동계수가 0.08에 불과하여 깊은

보-내부기둥 합부의의 지진거동을 비교  잘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단된다.

3.4 내진성능평가

표 3과 4는 하 재하에 따른 손상지수의 변화를 성능수

과 함께 비교․검토하여 깊은보-내부기둥 합부 실험체의 

내진성능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험체에 

지진하 이 진행되는 동안 소성힌지 역에서 비탄성 변형이 

증 됨에 따라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균열과 쇄, 그리고 이

로 인한 손상이나 괴와 체 으로 잘 일치하고 있다(그림 

9～그림 12).

하 재하에 따른 손상지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14는 

이 해석의 매개변수로 사용한 축력에 따른 거동특성을 비교

한 것으로서 축력의 감소에 따라 손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의 단계별 손상지수 값을 확인해보

면 Drift 4mm에서 INT A-1은 0.09, INT A-2는 0.08이

고 Drift 16mm에서 INT A-1은 0.22, INT A-2는 0.24

이고 Drift 28mm에서 INT A-1은 0.91, INT A-2는 

0.50이다. 그리고 Drift 40mm에서는 INT A-1은 0.99,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비선형해석을 한 산 랫폼

20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1.4)

그림 14 실험체 A series의 내진성능평가 그림 15 실험체 S series의 내진성능평가

(a) Experiment

 

(b) Analysis

그림 16 실험체 INT S-1의 하 -변  곡선

INT A-2는 0.99이다. 즉 축력이 0.3인 INT A-1보다 

축력이 0.2인 INT A-2가 동일한 하 단계에서 손상이 지

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Sheikh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설계한 실험체

의 축력에 따른 거동특성을 비교한 것으로서 축력의 감소에 

따라 손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의 

단계별 손상지수 값을 확인해 보면 Drift 4mm에서 INT 

S-1은 0.07, INT S-2는 0.05이고 Drift 16mm에서 INT 

S-1은 0.18, INT S-2는 0.17이고 Drift 28mm에서 INT 

S-1은 0.97, INT S-2는 0.32이다. 그리고 Drift 40mm에

서는 INT S-1은 0.99, INT S-2는 0.51이다. 즉 축력이 

0.3인 INT S-1보다 축력이 0.2인 INT S-2가 동일한 

하 단계에서 손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괴시 의 요소 벨의 손상지수도와 실험결과

를 비교한 로서 구조물의 요한 비선형 거동특성인 소성

힌지 형성 부 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시화된 

요소 벨의 손상지수도를 통하여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손상정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련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

안하고 있는 방법은 지진하 과 같은 반복하 에 의한 깊은

보-내부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을 히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로그

램(RCAHEST)을 이용함으로써, 신설 는 기존 깊은보-

내부기둥 합부의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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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비선형 거동과 

내진성능평가를 한 해석기법과 모델을 제시하 고 제안된 

해석기법과 모델을 용한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사용하

여, 반복되는 면내력이 작용하는 깊은보-내부기둥 합부 실

험체를 해석하 다. 실험결과와 비교․검토된 수치 제로부

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 하

에 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1.04와 

0.04이고 변 연성도에 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0.87와 0.08로서, 실험결과를 비교  잘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이 연구에서 제안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깊은보-내

부기둥 합부의 응력 분포  변형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험결과에 나타난 균열  

변형결과와 반 으로 일치하는 손상지수도를 보여주

고 있다.

3) 지진하 을 받는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 응답특성 

 지진손상을 제 로 평가함으로써 상부 벽식-하부 

골조로 이루어진 건물의 요한 내진특성을 나타내는 

깊은보-내부기둥 합부의의 내진성능평가  설계검

토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행 내진설계 규정에 만족하지 않는 기존의 깊은보-내

부기둥 합부에 한 보수․보강의 단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성능기반 내진설계 개념에 목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합리 이고 경제성있는 차세  내진설

계법의 개발 등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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