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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 lateral resisting system of selected prototypes are affected by seismic zone 

effect and shape irregularity on its seismic performance. The lateral resisting systems are divided into the three types, diagrid, 

braced tube, and outrigger system. The prototype models were assumed to be located in LA, a high-seismicity region, and in Boston, 

a low-seismicity region. The shape irregularity was classified with rotated angle of plane, 0°, 1°, 2°. This study performed two parts 

of analyses, Linear Response and Non-Linear Response History(NLRH) analysis. The Linear Response analysis was used to check 

the displacement at the top and natural period of models. NLRH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 base shear and story drift ratio of 

buildings. As results, the displacement of roof and natural period of three structural systems increase as the building stiffness 

reduces due to the changes in rotation angle of the plane. Also, the base shear is diminished by the same reason. The result of 

NLRH, the story drift ratio, that was subject to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MCE) satisfied 0.045, a recommended limit 

according to Tall Building Initiative(TBI). 

Keywords : complex-shaped tall building,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diagrid, braced tube, outrigger, story 

drif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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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은 단순한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국가 혹은 지

역을 표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

능 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 인 면까지 요시 되어 차 비

정형성이 증가된 고층 건축물이 세계 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다. 한 과거의 단순한 철골 임 구조에서 탈피하여 비

정형 고층 건물에 합한 3T(Twist, Tapered, Tilted) 

 리폼(Freeform) 형태의 구조시스템들이 비약 인 발

을 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이후 고층건물에 횡력 항시스템 

요소로 각 부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각부재가 사용

되는 표 인 구조시스템으로는 다이아그리드(Diagrid), 

이스튜 (Braced Tube), 아웃리거(Outrigger) 시스템이 

있으며, 표 인 용 건물로는 이스튜 가 용된 

국의 CCTV본사 사옥(Carroll, 2008), 다이아그리드 시스

템이 용된 뉴욕의 Hearst Headquarters(Moon, 2009), 

아웃리거 시스템이 용된 모스코 Federation Tower 등이 

있다. 그러나 비정형 고층 건축은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으

로서 기존 정형 고층건물과 비교하여 상 으로 설계 경

험  축 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 한 재까지 비정형 

고층 건축물에 용된 횡력 항시스템들은 건축구조기 에 

구체 인 내진평가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 특정 

구조시스템에 한 내진성능평가만 수행(Kim, 2011)되어 다

양한 횡력 항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연구가 부족하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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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식 철골

층수(건물높이) 60층(234m)

세장비 6.5

층고 3.9m

건물 평면 크기 36m × 36m

력하
DL=4.2kN/m

2

LL=2.5kN/m
2

Table 1 Building Description

Fig. 1 Typical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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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ment groups of lateral load resisting 

systems for design

연구는 강진지역에 한 내진성능평가만 수행(Yun et al.,, 

2012)하여 다른 지진지역의 내진성능을 평가한 연구가 부족

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정형 고층 로토타

입 건물을 선정하고 각 타입에 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횡력 항 구조시스템에 하여 평면 비

틀림 각도, 지진지역 등이 고려된 18개의 로토타입 모델에 

한 내진성능을 검토하 고, 구조시스템은 다이아그리드 시

스템, 이스튜  시스템, 아웃리거 시스템으로 구분하

다. 건물의 형태  비정형성을 고려하기 하여 다이아그리

드와 이스튜  시스템은 평면의 비틀림 각도를 0°, 1°, 

2°로 설정하 고, 아웃리거 시스템은 0°, 1.5°, 3°로 설정하

다. 한 지진지역은 강진지역인 LA와 약진지역은 Boston

으로 선정하 다.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평가

하기 해 7개의 스 일된 지진 를 사용하여 비선형응답이

력해석을 수행하 다. 

2. 로토타입 모델 

2.1 상 건물 개요

본 연구에서 Table 1과 같이 층수 60층, 세장비 6.5, 층

고 3.9m, 총 건물높이 234m, 평면크기 36m×36m, 력하

 DL=4.2kN/m2, LL=2.5kN/m2인 고층모델을 기본

으로 사용하 다. 이 기본 모델 개요는 18개의 모델에 

해 동일하게 용하 다.

로토타입의 구조 평면도는 Fig. 1과 같이 코어 부분에 

력기둥이 배치되어 있다. 최외곽 Girder와 이를 코어와 연

결해주는 내부 Beam으로 구성하 다.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이 모든 횡력

에 항하는 것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내부 Beam의 경계

조건은 핀으로 가정하 다. 앞에서 제시한 용조건들은 18

개 로토타입 모델에 동일하게 용되었다.

부재설계의 경우 Fig. 2와 같이 일정한 층을 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같은 그룹에는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 다. Fig. 

2(a)와 같이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은 4개 층을 1개의 그룹으

로 총 1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다. 이스튜  시스템은 

Fig. 2(b)와 같이 5개 층을 1개 그룹으로 하여 총 12개 그

룹으로 구분하 다. 아웃리거 시스템은 아웃리거가 치하는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간격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Fig. 2(c)와 같이 구분하 다.

2.2 로토타입 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토타입 모델은 Table 2과 같이 

구조시스템에 따라 3개 타입을 평면 비틀림 각도에 따라 3개 

타입을 지진 지역에 따라 2개 타입을 선정하여 총 18가지 

로토타입에 해 검토하 다. 한 강진과 약진지역의 구

분에 따라 각각 ‘CT60H’, ‘CT60L’으로 구분하 다. 평면의 

비틀림 각도에 따라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은 ‘DW0’, ‘DW1’, 

‘DW2’로, 이스튜  시스템은 ‘BW0’, ‘BW1’, ‘BW2’로, 

아웃리거 시스템은 ‘OW0’, ‘OW1.5’, ‘OW3’로 정하 다. 

한 Table 2와 같이 1°와 2°는 다이아그리드와 이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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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면 비틀림 각도

0° 1°(1.5°) 2°(3°)

다
이
그
리
드 

(a) DW0 (b) DW1 (c) DW2

이
스
튜

(d) BW0 (e) BW1 (f) BW2

아
웃
리
거

(g) OW0 (h) OW1.5 (i) OW3

Fig. 3 A configuration of all prototype models

구조

시스템

지진

지역

비틀림 각도

0° 1°(1.5°) 2°(3°)

다이아그

리드

LA CT60H-DW0 CT60H-DW1 CT60H-DW2

보스턴 CT60L-DW0 CT60L-DW1 CT60L-DW2

이스

튜

LA CT60H-BW0 CT60H-BW1 CT60H-BW2

보스턴 CT60L-BW0 CT60L-BW1 CT60L-BW2

아웃

리거

LA CT60H-OW0 CT60H-OW1.5 CT60H-OW3

보스턴 CT60L-OW0 CT60L-OW1.5 CT60L-OW3

Table 2 Lateral load resisting system prototype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의 평면 비틀림 각도를 의미하며, (1.5°)와 (3°)는 아웃리거 

시스템의 평면 비틀림 각도를 의미한다. 

한 기본입면형상은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이스튜  

시스템, 아웃리거 시스템 각각 Fig. 3과 같다. ‘DW0’, ‘BW0’

모델은 평면이 비틀리지 않고, ‘DW1’, ‘BW1’ 모델은 평면이 

한 층씩 1°, ‘DW2’, ‘BW2’ 모델은 평면이 2°씩 비틀어진다. 

‘OW1.5’, ‘OW3’ 모델은 각각 평면이 한 층씩 1.5°, 3°씩 비

틀어진다.

아웃리거 시스템의 평면 비틀림 각도가 이스튜 , 다

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다른 이유는 아웃리거가 치하는 층에

서 코어부분과 외곽기둥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다

이아그리드와 이스튜 의 비틀림 각도와는 다르게 1.5°, 

3°로 설정하 다.

2.3 횡하  산정

건물에 작용하는 횡하 은 지진하 과 풍하 만 고려하

다. 상 모델에 용한 풍하 과 지진하  산정 계수들은 

Table 3과 같다. 횡하  산정은 ASCE 7-05에 따라 결정

하 다. 각 지진지역에 맞게 산정된 횡하 은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과 아웃리거 시스템에 모두 동

일하게 용하 다.

Boston 지역과 LA 지역의 풍하 을 산정시 기본풍속만 

해당 지역에 따라 달리 선정하 고, 노풍도와 요도 계수는 

동일하게 사용하 다. 한 재까지는 지진하  산정 시 

이스튜 와 같은 특수한 시스템에 한 반응수정계수(R) 

값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수정계수는 ASCE7- 

05에서 정해지지 않은 철골시스템(steel systems not 

specifically detailed for seismic resistance)에 해 제

시하고 있는 R값인 3으로 가정하 다. 한 Occupancy 

Category는 Ⅱ로 가정하 다. 

하 구분 계수 Boston LA

풍하

기본풍속 100mph(45m/s) 85mph(38m/s)

노풍도 B B

요도 1 1

지진하

유효지반계수
Ss=0.2g, 

S1=0.06g

Ss=1.5g, 

S1=0.6g

지반분류 D D

내진설계범주 B D

요도 1 1

반응수정계수 3 3

Table 3 Wind and seismic load factors

3. 탄성설계

본 연구에서 로토타입별로 부재설계를 한 부재의 단면 

가정은 다이아그리드 단면 가정식(Moon, 2007)과 이스

튜 의 단면 가정식(Moon, 2010)을 사용하여 가정하 다. 

한 기본 모듈을 기 으로 Web과 Flange로 구분하여 건물

에 작용하는 단력과 모멘트에 한 단면 가정식을 사용하 다. 

모든 시스템의 횡력 항 부재는 제시된 단면 가정식에 합당

한 단면 을 가진 부재를 사용하여 부재설계를 하고 내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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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 
비틀림 각도

0° 1°(1.5°) 2°(3°)

CT60H-DW 4.8sec 4.9sec 5.1sec

CT60L-DW 5.2sec 5.3sec 5.5sec

CT60H-BW 4.7sec 4.9sec 5.4sec

CT60L-BW 5.1sec 5.3sec 5.8sec

CT60H-OW 5.3sec 5.5sec 5.8sec

CT60L-OW 5.6sec 5.8sec 6.1sec

Table 4 Natural period of structural systems

두께비를 용하 다. 한 모든 부재설계 시 풍변 를 H/500 

범  내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강성을 갖게 부재설계를 하 다.

각 부재의 강도에 한 강도체크는 AISC2005를 기 으

로 하여 요구성능비(Demand-Capacity Ratio, DCR)가 1

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부재설계를 하 다. 한 응

답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얻은 층간변 비는 ASCE7-05에

서 정하고 있는 Occupancy Category Ⅱ에 해당하는 2%를 

과하지 않게 설계하 다. 구조해석 로그램은 CSI의 ETABS

를 사용하 다(Computer & Structures Inc., 2005).

3.1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가정단면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단면 가정식은 식 (1)을 사용하

다(Moon, 2007).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가정단면은 Web

방향의 다이아그리드와 Flange방향의 다이아그리드의 부재로 

나 어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b과 Flange 방향 

모두 같은 단면으로 가정하여 부재 사이즈를 산정하 다.







 





(1)

여기서, 는 Web 방향에 치한 다이아그리드 단면 , 는 

단력, 는 한 개 모듈에서 다이아그리드 부재의 길이, 는 

건물 체 높이의 web 한쪽의 다이아그리드 개수, 는 탄성계

수, 는 한 개 모듈의 높이, 는 transverse shearing 

strain, 는 다이아그리드의 기울기, 는 Flange 방향에 

치한 다이아그리드 단면 , 는 휨 모멘트, 는 건물 체 높

이의 Flange 한쪽의 다이아그리드 개수, 는 곡률을 의미한다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경우, 약진지역은 ‘CT60L-DW0’ 모델

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설계를 한 후 ‘CT60L-DW1’, ‘CT60L- 

DW2’에 동일한 부재단면을 용하 다. 강진지역은 ‘CT60H- 

DW0’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설계 후 ‘CT60H-DW1’, 

‘CT60H-DW2’ 모델에 동일한 부재단면을 용하 다.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의 각부재는 Grade 50W의 원형강 을 사용

하 다. 

3.2 이스튜  시스템의 가정단면

이스튜  시스템의 가정단면식은 식 (2)와 같다(Moon, 

2010). 





 




(2)

여기서, 는 각부재 단면 , 는 탄성계수, 는 단력, 

는 the desired transverse shear, 는 외곽 기둥의 단

면 , 는 한 랜지에 치한 기둥의 개수, 는 웨 에 치

한 기둥 개수, 는 휨 변형, 는 휨모멘트를 의미한다. 

이스튜  시스템의 경우 약진지역은 ‘CT60L-BW0’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설계를 하 다. 이 부재 사이즈를 

‘CT60L-BW1’, ‘CT60L-BW2’에 동일하게 용하 다. 강

진지역은 ‘CT60H-BW0’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부재설계 후 

‘CT60H-BW1’, ‘CT60H-BW2’ 모델에 동일한 부재단면을 

용하 다.

이스튜  시스템의 각부재는 원형강 을 사용하 으

며, 외곽기둥은 사각형 박스형 타입을 사용하고, 강재는 모두 

Grade 50W를 사용하 다. 

3.3 아웃리거 시스템의 가정단면

아웃리거 시스템은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나 이스튜  

시스템과는 달리 제안된 단면가정식이 없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기둥과 각부재로 조합된 아웃리거 시스템과 유사한 

이스튜  시스템의 단면가정식을 사용하여 아웃리거 시

스템의 부재 단면을 가정하 다.

아웃리거 시스템의 경우도 약진지역은 ‘CT60L-OW0’ 모

델을 기본으로 부재설계를 하 다. 이 부재 사이즈를 ‘CT 

60L-OW1.5’, ‘CT60L-OW3’에 동일하게 용하 다. 강진

지역은 ‘CT60H-OW0’ 모델을 기본으로 부재설계 후 ‘CT60H- 

OW1’, ‘CT60H-OW3’ 모델에 동일한 부재단면을 용하

다. 아웃리거 시스템의 기둥은 사각형 박스타입의 부재를 사

용하 고, 각부재와 아웃리거 부재는 H형강을 사용하 다. 

강재는 모두 Grade 50W를 사용하 다.

3.4 고유치 해석 결과

다이아그리드, 이스튜 , 아웃리거 시스템 모델 모두 

건물 체 높이가 234m인 장주기 건물이다. Table 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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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 
비틀림 각도

0° 1°(1.5°) 2°(3°)

CT60H-DW 0.25m 0.29m 0.33m

CT60L-DW 0.44m 0.51m 0.57m

CT60H-BW 0.23m 0.34m 0.39m

CT60L-BW 0.33m 0.53m 0.56m

CT60H-OW 0.24m 0.31m 0.41m

CT60L-OW 0.46m 0.64m 0.80m

Table 5 Wind displacement at the roof of each prototypes

(a) 보 부재 (b) 기둥, 각부재

Fig. 4 A Nonlinear model for each elements

이 Boston 지역과 LA 지역 모두 건물의 비틀림 각도가 증

가할수록 주기가 증가하 다. 평면의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

수록 건물의 고유주기가 증가하는 것은 건물의 강성이 어

들기 때문이다.

3.5 풍횡변  검토

건물의 체 강성은 최고층의 횡변 를 H/500 이하로 맞

추는 것을 기 으로 하 다. 따라서 검토 모델의 총 높이는 

234m로 풍변 의 제한치는 0.468m이다. 풍하 에 의한 다

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의 횡변  결과는 

각각 Table 5와 같다.

Table 5와 같이 부재설계 시 기 이 되었던 ‘CT60L-DW0’, 

‘CT60H-DW0’, ‘CT60L-BW0’, ‘CT60H-BW0’, ‘CT60L- 

OW0’, ‘CT60H-OW0’ 모델 모두 H/500를 만족하고 있다.

다이아그리드는 동일한 지진지역에서 평면의 비틀림 각도

가 증가할수록 고층의 횡변 는 증가하 다. 동일한 지진

지역에서는 ‘DW0’ 모델의 부재 사이즈를 기 으로 ‘DW1’, 

‘DW2’모델에 동일하게 용하 기 때문에 부재의 강성은 동

일하지만,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총 강성은 감소하

다. 그래서 H/500이하로 설계되었던 ‘DW0’ 모델의 부재

사이즈가 ‘DW1’, ‘DW2’모델에 용되었을 때는 H/500을 

넘어서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 으로 강진지역인 LA

지역의 단면 사이즈가 약진지역인 Boston 지역보다 크고, 

Boston 지역의 풍하 이 LA보다 더 크기 때문에 Boston의 

풍변 가 LA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스튜  시스템과 아웃리거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지

진지역에서 BW1과 BW2는 BW0모델로, OW1와 OW2는 

OW0 모델의 부재 사이즈를 기 으로 동일하게 용하여 비

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횡변 가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비

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스튜  시스템과 아웃리거 시스템 

역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LA지역의 로토타입 

모델의 부재사이즈가 Boston 지역의 모델보다 크기 때문에 

Boston의 풍변 가 LA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4.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4.1 부재의 비선형 특성 정의

고층 건축물에 실제와 가까운 지진에 한 응답을 평가

하기 해서 실제 지진 를 사용한 비선형 시간이력(NLRH, 

Nonlinear Response History)해석을 수행하 다. NLRH 

해석 시 건물 자체의 감쇠비는 Rayleigh damping 2.5%로 

가정하 다.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하기 해서 CSI의 

Perform 3D 로그램을 사용하 다. 한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 시 부재가 실제 지진 가 건물에 작용했을 때 탄성을 

넘어서서 비탄성 역에 도달하는 부분에 해서만 검토하고

자 Elastic Perfectly Plastic(EPP)모델을 사용하 다. 특

히, EPP모델은 항복 후 건물 부재의 강도감소 등과 같은 소

성거동을 평가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에 따른 비

정형 고층 건물의 취약지  등을 손쉽게 악하기 해 

EPP모델을 선택하 다.

비선형 부재특성은 탄성해석 때와 동일하게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은 15개의 부재그룹으로, 이스튜  시스템은 12

개의 부재 그룹으로, 아웃리거 시스템은 14개의 부재그룹으

로 나 어 비선형 부재 특성을 입력하 다. 횡력에 항하는 

요소를 다이아그리드, 이스튜 , 아웃리거 시스템으로 가

정하 기 때문에 력기둥은 탄성부재로 가정하 다. 한 

내부 보 역시 횡력비 항요소로 가정하 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 시에는 부재자체를 하 으로 치환하여 비선형 모델링에 

반 하 다.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이스튜  시스템, 아웃리거 시

스템에 사용되는 부재들에 한 비선형 부재특성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와 기

둥  각부재에 한 비선형 특성은 Fig. 4와 같이 가정하

다(Computer & Structures Inc, 2006). 

외각 테두리보가 없는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제외하고 

이스튜 , 아웃리거 시스템에 사용된 보의 비선형 특성은 

Fig. 4 (a)와 같이 FEMA Beam 타입을 사용하 다. FEMA 

Beam타입은 부재의 양 끝에 소성힌지가 생기는 것으로 가정

하며 부재의 변곡 은 앙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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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ston 지역

(b) LA 지역

Fig. 5 Selection of earthquake records for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모델이다.

기둥과 각부재의 경우에는 세 구조시스템 모두 사용되었

으며, 기둥에 한 비선형 특성은 FEMA Column타입을 사

용하 다. FEMA Column은 축력과 모멘트의 향을 동시

에 받는 부재(P-M-M)로 가정하여 부재의 변곡 이 앙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FEMA Column 타입을 사용

하여 NLRH 해석 후 각 부재가 탄성을 넘어서서 비선형 상

태로 넘어갔는지를 단하기 해서 Fig. 4(b)와 같이 부재

가 yield surface를 넘어 비선형 거동 단계로 넘어갔는지 여

부를 단하 다. 

4.2 지진  선․보정

본 연구에서는 지진지역에 따른 각 시스템의 동  거동을 

별하기 하여 강진과 약진지역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

하 다. 강진지역은 LA, 약진지역으로는 Boston을 선정하

다. LA지역의 MCE(Maximum Considered Earth-

quake) Level에 맞게 스 일 지진 는 ‘CT60H-’  모델

에 용하 고, Boston지역의 MCE Level 맞게 스 일된 

지진 는 ‘CT60L-’  모델에 사용하 다. 

NLRH 해석 수행을 해 PEER Ground Motion 홈페

이지를 참조하여 지진 를 선정하 다. 한 ASCE7-05를 

참조하여, MCE(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수

의 5% 감쇠의 Target Spectrum을 사용하 다. 특히, 

Scale factor를 이용하여 스 일링된 스펙트럼이 Target 

Spectrum과 가장 일치하는 7개의 지진 를 선정하여 해석

에 사용하 다.

Boston지역에 맞는 지진 는 Fig. 5(a)와 같고 LA 지역

의 지진 는 Fig. 5(b)와 같다. Fig. 5와 같이 선정된 7개

의 지진 의 스펙트럼은 X, Y 방향의 스펙트럼의 Square 

Root of Sum of Squares method(SRSS)조합 스펙트럼

이 0.2T~1.5T구역에서 Target Spectrum 보다 10%이상 

작지 않아야 한다(ASCE, 2006). 한 응답은 7개 지진

를 사용하 을 경우 응답 평균값의 사용을 제시한 ASCE7- 

05에 따라 응답의 평균값을 평가하 다.

4.3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 결과

18개의 로토타입 모델별 내진성능을 알아보기 하여 7

개 지진 에 한 Non-Linear Response History(NLRH)

해석을 수행하 다. NLRH을 통한 검토사항은 크게 지진에 

의한 면 단력과 층간변 비다. 본 연구에서는 ASCE 7-05

에서 제시한 7개 이상의 지반운동에 한 평균응답을 사용하

여 면 단력과 층간변 비 응답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NLRH 해석 후 최  층간변 비를 검토 

기 은 Tall building Initiative(TBI)를 용하 으며, 

TBI에서는 MCE 수 의 지진 를 사용하여 해석할 경우 지

진 의 방향과는 상 없이 층간변 비가 0.045가 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PEE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0.045를 층간변 비의 제한치로 설정하고 검토하 다. 

4.3.1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결과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NLRH 해석을 통해 얻은 면

단력 응답은 Fig. 6과 같다. 

‘CT60L-DW’모델의 고유주기로 검토시 평면 비틀림 각도

가 증가할수록 고유주기가 증가하는 결과로 건물의 체 강

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Fig. 6(a)와 같이 ‘CT60L-DW’ 모

델은 강도 감에 따른 면 단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

것은 건물강성의 감효과를 반 하기에는 약진지역인 Boston 

지역의 지진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진지역 모델인 ‘CT60H-DW’ 모델에서는 Fig. 6(b)와 

같이 강진지역의 향으로 인하여 ‘CT60L-DW’ 모델보다 상

으로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면 단력이 감소

하고 있다. ‘CT60L-DW’, ‘CT60H-DW’ 모델 모두 고차모

드의 향으로 인하여 상층부의 단력이 층부보다 크며, 

‘CT60L-DW’에서는 ‘CT60H-DW’ 보다 그 향이 다.

Fig. 7은 각각 ‘CT60L-DW’ 모델과 ‘CT60H-DW’모델의 

NLRH로 얻은 층간변 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와 

Fig. 7(b)와 같이, 약진지역에 비하여 강진지역의 층간변

비가 크지만 강진지역에서도 허용층간변 비인 0.045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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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

2˚

Fig. 7 Story drift ratio of diagrid system from NLRH

(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

2˚

Fig. 6 Base shear of diagrid system from NLRH

지 않고 있다. 강진지역과 약진지역 모두 평면의 비틀림 각

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 감으로 인하여 층간변

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 으로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지진에 한 층간변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단된다.

4.3.2 이스튜  시스템 결과

이스튜  시스템 로토타입 모델인 ‘CT60L-BW’ 모

델과 ‘CT60H-BW’ 모델의 NLRH 해석에 의한 면 단력 

결과는 각각 Fig. 8(a), Fig. 8(b)와 같다. 

이스튜  시스템 역시 약진지역의 경우,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결과와 유사하게 건물의 비틀림 각도에 따라 면

단력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지만, 강진지역 모델인 

‘CT60H-BW’ 모델에서는 Fig. 8(b)와 같이 평면 비틀림 각

도가 증가할수록 면 단력이 다소 감소하 다. 건물의 비

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강성의 감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

여 면 단력이 한 감소하 다. 약진지역은 건물의 비틀

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강성은 감되나, 강진지역에 비해서 

상 으로 지진력의 세기가 약해 평면 비틀림 각도별의 응

답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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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

2˚

Fig. 8 Base shear of braced tube system from NLRH

(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

2˚

Fig. 9 Story drift ratio of braced tube system from NLRH

이스튜  시스템의 NLRH해석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

가하기 하여 층간변 비를 검토하 다. Fig. 9(a), (b)는 

각각 ‘CT60L-BW’ 모델, ‘CT60H-BW’ 모델의 층간변 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튜  시스템에서 두 모델 타

입의 층간변 비 역시 허용 범 인 0.045내로 만족하며, 다

이아그리드 시스템의 결과와 유사하게 강진지역이 약진지역보

다 더 큰 층간변 비를 나타내고 있다. 한 ‘CT60L- BW’ 

모델과 ‘CT60H-BW’ 모델 모두 평면의 비틀림 각도가 증가

할수록 층간변 비가 증가하고 있다.

4.3.3 아웃리거 시스템 결과

아웃리거 시스템의 NLRH 해석에 의한 면 단력 응답

은 Fig. 10과 같다. Fig. 10(a), (b)는 각각 ‘CT60L-OW’

와 ‘CT60H-OW’ 로토타입 모델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약진지역의 면 단력 결과인 Fig. 10(a)와 같으며 

‘CT60L-OW’ 모델은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면 단력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 ‘CT60H-OW’ 모델의 

결과인 Fig. 10(b)에서도 면 단력이 비틀림 각도에 따

라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 약진지역보다 강진지역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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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5˚

3˚

Fig. 10 Base shear of outrigger system from NLRH

(a) 약진지역(Boston) (b) 강진지역(LA)

0˚

1.5˚

3˚

Fig. 11 Story drift ratio of outrigger system from NLRH

큰 면 단력 응답을 보이고 있다. 고차모드의 향으로 인

하여 상층부의 면 단력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NLRH 해석을 통한 아웃리거 시스템의 층간변 비를 검

토하 으며 Fig. 11(a), (b)는 각각 ‘CT60L-OW’ 모델과 

‘CT60H-OW’모델의 층간변 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a)와 Fig. 11(b)에서 알 수 있듯이, Boston 지

역에 비하여 강진지역인 LA에서의 층간변 비가 크게 나타나

지만 강진지역에서도 허용 층간변 비인 0.045를 넘지 않고 

있다. Fig. 11(a)와 Fig. 11(b)와 같이 아웃리거가 있는 30

층과 60층에서의 층간변 비 응답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아웃리거에 의한 층간

변 비 감소효과가 어들고 있다. 이는 아웃리거의 층간변

비 감소 효과보다 평면이 비틀림으로 인하여 건물 체의 강

성이 감되는 효과가 상 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 강진

지역과 약진지역 모두 평면의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 감으로 인하여 층간변 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는 아웃리거 시스템 역시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지

진에 의한 층간변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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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정형 고층 구조시스템의 로토

타입을 선정하고 지진과 비정형 요소에 한 구조시스템별 

내진성능을 검토하 다. 로토타입 모델은 다이아그리드 시

스템과 이스튜  시스템과 아웃리거 시스템을 사용하

으며, 평면은 0°, 1°, 2°씩 비틀리는 비정형 고층 건물에 

해서 검토하 다. 한 지진지역은 강진지역(LA), 약진지

역(Boston) 지역을 선정하 다. 끝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 Perform 3D를 사용하 고, 선형응답해석과 NLRH 해석

을 통해 검토모델의 면 단력과 층간변 비를 검토하 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아웃리

거 시스템 모두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이 어들어 풍변 와 고유주기 결과가 증가하 다. 비

틀림 각도는 건물 체의 강성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아웃리

거 시스템 모두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이 어들어 면 단력이 감소하 다.

셋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그리고 

아웃리거 시스템 모두 NLRH 해석 결과 강진과 약진지역 모

두 TBI의 층간변 비 제한 값인 0.045를 만족하 다. 

넷째, 와 같은 결과로 강진지역과 약진지역에서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모두 TBI에서 제시하

는 허용범 내의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다.

다섯째, 향후 연구에는 부재의 강도감소가 고려된 3선형 

비선형모델과 같이 보다 정 한 비선형 부재모델을 사용하여 

내진성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면 단력과 층간변

비 뿐만 아니라, NLRH 해석에 따른 응력의 변화, 잔류층

간변 비, 합부의 내진성능 등 다양한 항목에 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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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횡력 항시스템별로 로토타입 모델을 선정하고 지진지역과 비정형성에 따른 내진성능 향력을 검토하 다. 

로토타입 모델은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그리고 아웃리거 시스템을 선정하 다. 한 각 횡력 항시

스템별 평면 비틀림 각도를 0°, 1°(1.5°), 2°(3°) 씩 변화하여 내진성능을 검토하 다. 지진지역은 강진지역(LA), 약진지역

(Boston)을 선정하 다. 선형응답해석은 로토타입 모델의 풍변 , 고유주기를 검토하 다. Non-Linear Response 

History(NLRH) 해석에서는 면 단력, 층간변 비를 검토하 다. 검토결과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이스튜  시스템 

그리고 아웃리거 시스템 모두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수록 건물 체의 강성이 어들었다. 한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

가할수록 풍변 와 고유주기 결과가 증가하고 건물 체의 강성이 어들어 면 단력이 감소하 다. 끝으로, NLRH 해석 

결과 강진과 약진지역 모두 Tall Building Initiative(TBI)의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MCE)수 의 층간변 비 제

한값 0.045를 만족하여 허용범 내의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비정형 고층, 내진성능평가, 다이아그리드, 이스튜 , 아웃리거, 층간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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