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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 efficient analytical model for the dynamic analysis of tall buildings with a shear wall-frame structural system has 

been proposed. A shear wall-frame structural system usually consists of a core wall showing flexural behavior and a frame 

presenting shear behavior. Therefore, the deformed shape of the shear wall-frame structural system is shown by the combination of 

flexural mode and shear mode.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an efficient analytical model is developed. To this 

end, the effect of shear wall and frame on the dynamic behavior of a tall building with a dual system has been separate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separated individual shear wall model and the frame model without 

shear wall has been evaluated. In order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shear wall in the frame model without shear wall, a rigid body 

was used instead of the shear wall. Each equivalent model for the separated shear wall part and frame part has been independently 

developed and two equivalent models were then combined to create an efficient analytical model for tall buildings with a shear 

wall-frame structural system. In order to verify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time history analyses of tall 

buildings with a shear wall-frame system were performed. Based on analytical resul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provide accurate results, requiring significantly reduced computational time an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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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층 이상의 건물에는 수직이동 수단으로 엘리베이터가 반

드시 필요하게 되고, 일반 으로 엘리베이터를 지지하는 RC

코어 단벽은 큰 강성을 가진다. RC 코어와 골조구조를 가

지는 단벽-골조구조는 수직이동 수단으로서의 건축 인 효

율성과 엘리베이터 코어의 고강성으로 인한 안정 인 횡력 

항성능 면에서 우수하므로 건물의 내진 항 시스템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고층건물은 질량이 크고 세장할 뿐만 아

니라 고차모드의 향이 크기때문에 동 응답을 측하기 어

려우므로, 고층건물의 내풍  내진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풍하   지진하 에 한 시간이력 동 해석 과정

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고층화로 인하여 건물

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조해석 수행에 필요한 해석모델의 부

재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해석에 소요되는 시

간과 노력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층 구조물

의 보다 더 정 한 응답을 구하기 해서는 바닥 의 강성이

나 단벽의 개구부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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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D example

Story Beam Column 
Shear

Wall 

18~20 400×600 450×450 
11~20

250
14~17 430×600 500×500 

9~13 470×600 550×550 

5~8 500×600 600×600 
1~10

300
2~4 550×600 700×700 

1 600×700 800×800 

Table 1 Section of example

(unit:mm)

휨강성을 고려하기 하여 바닥 을 추가 으로 모델링하거

나, 단벽의 개구부를 고려하기 하여 분할된 요소를 사용

하게 되면 수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조물의 체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할 경우

에 컴퓨터의 메모리 부족으로 인하여 해석불능 상태가 되거

나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그 지 않더라도 모델 해석시간과 

해석 로그램을 제어하는데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간략해석법에 한 여러 연구가 수

행된 바 있다(Khan and Sbarounis, PCA, P.L.Gould, 

A.C.Heidebrecht and B.S.Smith, Choi et al.). 기존에 

제안된 단벽-골조 구조물의 해석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부

재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구성하기 때문에 복잡하여, 규모가 

큰 구조물에 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벽체와 골조가 바닥  혹은 보 하나의 경우로 연결

된 제에만 용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수평 부재의 강성을 표되는 보의 휨강성으로 체하기 때

문에 연결된 부재가 바닥 , 보, 바닥 과 보인 어떤 경우에

도 용가능하므로 강 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용된 T형 강체는 기존에 단벽-골조 구조물을 해석하

기 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 방법이지만, 자유도를 이는 

효율 인 해석방법으로는 사용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의 효

율 인 2차원 해석모델을 엔지니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의 거동을 모사하

기 해서는 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잘 반 할 수 있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T형 강체를 이용하여 

단벽-골조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 할 수 있도록 하 고, 

등가화 과정을 통하여 자유도 수를 획기 으로 다. 그리

고 시간이력해석을 통한 해석시간  응답을 비교하여 제안

모델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2. 단벽-골조 구조의 등가화 과정

제안하는 등가모델의 등가화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Fig. 

1과 Table 1에 나타낸 2차원 제구조물을 이용하 다. 일

반 으로 단벽의 강심은 단벽의 앙에 가깝게 치하므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벽체의 강심은 벽체의 

앙에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2.1 벽체부를 체할 T형 강체의 도입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단벽과 골조를 분리하여 구성한

단벽-골조 구조물의 간략해석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Khan- 

Sbarounis, PCA et al.). 벽체부와 골조부 각각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 등가모델을 구성한 이후에 연결하게 되면, 벽체

의 고차모드와 골조의 고차모드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으므

로, 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동특성을 1차모드 

뿐만 아니라, 고차모드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han-Shbarounis와 PCA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벽체의 강성과 골조의 강성의 단순분리에 

의한 모델로써, 벽체의 변형에 따른 인 한 연결부재의 휨강

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T형강체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하 다.

단벽-골조 구조물에 수평변 가 발생했을때 단벽의 휨

거동으로 인하여 단벽 앙에서 층간변 에 비례하는 회

각이 발생하게 되고, 단벽에 하는 보 단부는 상하 수직

방향의 변 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 으로 큰 모멘트가 걸

리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보 강성에 비하여 단벽의 강성

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 보의 단부가 단벽에 구속되는 

효과 역시 발생한다. 이는 단벽에 인 한 보에 국한된 것

이 아니며 단벽에 인 한 바닥 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단벽-골조 구조물의 동 거동에서는 고차모드에서 단벽

의 곡률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벽 인 보의 거

동은 1차모드 변형뿐만 아니라 고차모드의 변형 한 고려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에서 효과

으로 벽체를 분리해 내기 하여 Fig. 2와 같은 과정을 거

쳤다. 먼  Fig. 2(a)는 원형의 단벽-골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인 한 보는 보와 단벽의 강성차이로 인하여 단

벽에 강 으로 구속되어 거동한다. 이 때 휨거동하는 단벽

의 강성 심이 단벽의 심선과 거의 일치하므로 단벽의 

강성은 단벽의 심선에 집 시킬 수 있고, Fig. 2(b)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단벽의 강성 성분만을 

골조 밖으로 꺼내어 분리시키고, 단벽의 심선은 강체로 

치환한 다음 단부에는 강체에 강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힌

지로 처리하면 Fig. 2(c)와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차

원 제구조물을 T형 강체를 이용하여 분리시킨 모델을 Fig. 

3(b)에 나타내었다. 단벽(W)과 T형 강체가 삽입된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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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b)WC

Fig. 5 Cantilever model

for wall part

Fig. 6 Cantilever model 

with torsional rigidity

(a) wall-frame (b) rigid body and 

wall stiffness

(c) T-shaped rigid 

body

Fig. 2 Separation of wall using T-shaped rigid body

(a) original model (b) W-FT

Fig. 3 Separated model of wall-frame structure  using 

T-shaped rigid body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4 Model shape comparison of original model and 

W-FT model

(FT)라는 의미로 Model W-FT로 명명하 다. 용한 강체

는 일반 부재에 비하여 105배의 강성을 가지도록 하 다. 

Fig. 4는 고유치 해석을 수행한 결과, 원형모델과 T형 강체

를 이용하여 단벽을 분리해 낸 W-FT모델의 모드형상을 나

타낸 것이다. 모드형상을 비교한 결과 거의 오차없이 일치함

을 확인할 수 있다. 1차모드와 2차모드, 3차모드 모두에서 

힌지 처리된 T형 강체가 단벽과 유사한 곡률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고, 단벽에 인 한 보 한 원형모델과 거의 비

슷한 변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T형 강

체를 이용한 단벽 분리를 이용하면 단벽에 인 한 보의 

효과를 고차모드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벽체부에 한 등가캔틸 버모델(model WC)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의 벽체의 동 인 거동은 거의 휨

모드에 가깝다. 그러므로 벽체는 Fig. 5와 같이 등가의 캔틸

버모델로 간략화할 수 있다. 이 때 등가캔틸 버의 강성의 

수직 분포는 단벽의 단면 정보로부터 간략하게 계산한다. 

단벽의 립축이 단벽의 앙에 치한다고 가정하고, 

단벽의 단면2차모멘트를 층별로 간략하게 비율로써 계산하

여 등가캔틸 버모델의 강성 수직 분포비를 정한다. 이 때 

계산은 단벽의 단면이 변화하는 층마다 수행하는 것이 가

장 정확할 것이나 노력에 비하여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으므

로 하게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생각된

다. 주어진 2차원 제구조물은 1~10층까지의 단벽 단면

은 두께가 300mm, 11~20층까지는 250mm이므로, 하부

층의 강성과 상부층의 강성비는 단면2차모멘트의 간략계산에 

의하여 300:2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등가캔틸 버모델과 

벽체부 모델의 동 인 강성을 일체화시키기 하여 먼  벽

체부(W) 모델의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고유치 정보를 얻는

다. 이 때 벽체부 모델의 질량은 단벽 부재의 자 과 단

벽에 부하되는 고정하 을 질량으로 치환한 것을 사용하

다. 등가캔틸 버모델도 벽체부 모델의 층 질량과 동일하

도록 층 질량을 입력하고, 등가캔틸 버모델의 주기가 벽체

부 모델의 주기와 같아지도록 주기비의 제곱으로 강성을 스

일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구조물의 코어부분은 통로 목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병

렬 단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연결보(coupling 

beam)의 강성이 커지게 되면 단벽은 휨모드로 거동하지 

못하고 단변형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캔틸 버

로 등가모델을 구성하면 불합리 일 수 있다. 단벽의 단

변형이 클 경우에는 Fig. 6과 같이 회 강성을 가지는 캔틸

버모델을 용하면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등

가화 방안으로 Kim 등(2007)이 제안한 모드형상을 고려한 

등가화 방안을 용한다. 이 방법은 완  휨모드와 완  

단모드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거동을 보와 기둥강성비의 

조정을 통하여 모사하는 방법으로 1차모드 유효질량계수

(Effective Mass Coefficient) 혹은 모드질량계수(Modal 

Mass Coefficient)를 상이 되는 구조물과 일치시켜 등가

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단변형이 큰 병렬 단벽의 경우

에는 김태완 모델의 보를 신하는 회 강성을 가진 캔틸

버모델로 구성할 수 있다. 김태완 모델과 마찬가지로 회 강

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캔틸 버는 단거동을 하게 되고, 벽

체부의 유효질량과 동일한 유효질량을 캔틸 버가 가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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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T               (b)FM      (c) FM half model

Fig. 7 Equivalent model for frame part(Model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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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eam-Column stiffness ratio of model FM

Story
Beam Column

Ib(cm4) Ib×0.0795 Ic(cm4) Ic ×1.0

18~20 720000 57240 520833 520833

14~17 774000 61533 762552 762552

9~13 846000 67257 1080000 1080000

5~8 900000 71550 1487552 1487552

2~4 990000 78705 2000833 2000833

1 1715000 136343 3413333 3413333

Table 2 Section information of FM model 회 강성을 결정한다. 벽체부의 등가캔틸 버모델은 벽체

(W)의 캔틸 버(C)모델이라는 의미로 WC모델로 명명한다. 

2.3 골조부에 한 등가골조모델(Model FM) 

본 연구에서는 T형 강체를 이용하여 동 변형특성을 변화

시키지 않으면서 분리한 골조부 모델(FT)의 고유치 해석을 

통한 변형정보를 통하여 등가모델을 구성하므로 실제 골조의 

거동특성을 비교  잘 반 할 수 있다. 골조부의 등가모델로 

T형 강체를 가지는 골조모델을 용하 다. Fig. 7(b)에서 

보는 바와 같이 T형 강체는 그 로 가지되 경간 수를 이는 

방법으로 간략화하 다. 경간수를 이면서도 골조의 거동을 

잘 모사하기 하여, 기존에 연구된 김태완 모델의 등가화 

방법을 사용한다. 김태완 모델과는 달리 T형 강체를 유지한 

이유는 벽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인 보의 향을 간략모

델에서도 고려해 주기 해서이다. 단벽에 비하여 골조의 

경간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인 보 효과

보다는 모멘트골조의 거동이 지배 이므로, 제안하는 모델이 

인 보의 향을 과 평가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나 고층의 구조물의 경우에는 단벽에 비하여 골조의 경간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는 건축 인 효율성면에서 불리

하므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단벽을 심으로 하는 세장

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골조부 모델(FT)의 

고유치 해석으로 골조부의 1차모드 유효질량계수(EMC1)을 

구하고 나면, Fig. 8과 같이 모드형상을 고려한 등가화 방법

을 이용하여 등가골조(FM)의 보-기둥 강성비를 구한다. 등

가골조(FM)모델은 T형 강체가 골조 내부에 삽입되어 있으

므로 보강성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해석 로그램이 강성 

매트릭스를 구성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보-기둥 강성비에 따른 유효질량계수 그래

에서 완  단모드로 거의 수렴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므로 

골조부 모델(FT)의 유효질량계수에 등가골조(FM) 모델의 

유효질량계수를 일치시키는 작업에는 향을 주지 못한다. 

골조부의 등가모델은 모드형상(M)을 고려한 골조부(F)의 등

가모델이라는 의미로 FM모델이라 명명하 다. 그리고 FM

모델의 보와 기둥 강성의 층별 수직분포는 보와 기둥의 단면

2차모멘트의 비율로써 정하 고,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8은 골조부 해석모델(FT)의 유효질량계수에 맞추어 

FM모델의 보 기둥 강성비를 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골조부 모델의 유효질량계수는 0.762이고, 이에 해당하는 

FM모델의 보기둥 강성비는 0.0795로 구해진다. FM모델에

서 보와 기둥 각각의 강성 수직분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

기둥 강성비만 0.0795가 되어야 하므로 Table 2에 나타낸 

단면2차 모멘트에 기둥은 1.0을, 보는 0.0795를 곱하여 각 

보와 기둥의 강성을 정하 다. 다음 단계로 골조부 모델의 1

차모드 고유주기와 일치시키기 하여 보와 기둥의 강성을 

주기비의 제곱으로 스 일하여 모델을 완성하 다. 그리고 

FM모델은 칭 구조물이므로 Fig. 7(c)와 같이 “ㄱ”자형 강

체를 이용한 반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물 

해석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2.4 벽체부 모델과 골조부 모델의 조합(Model WC-FM) 

벽체부의 등가캔틸 버모델(WC)과 골조부의 등가골조모

델(FM)을 Fig. 9와 같이 강체 연결보로 결합하여 최종 으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WC-FM)을 완성한다. 완성

된 모델은 골조부와 벽체부의 1차, 2차, 3차 모드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강체 연결보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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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Period(sec) EMCn(%)

Original WC-FM Original WC-FM

1 2.306 2.306 67.89 68.50 

2 0.612 0.629 15.62 14.39 

3 0.267 0.269 6.49 6.50 

Table 3 Eigenvalues of original model and proposed model

11

(a) WC      (b) FM         (c) WC-FM

Fig. 9 Combination of wall and fram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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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de shapes of original model and proposed 

model

     

(a) perspective (b) plan

Fig. 11 Wall-frame 3D examp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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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3D T-shaped rigid body

(a) wall-frame structure(b) frame with 3D T-shaped rigid body

Fig. 13 Use of 3D T-shaped rigid body

된 상태에서도 단벽-골조 구조의 단벽과 골조의 상호작

용과 같은 거동특성을 잘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3에 제구조물의 원형모델과 등가모델(WC-FM)의 

고유주기와 유효질량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효

질량계수과 고유주기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무리없이 원

형모델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에 모드형

상 비교결과를 나타내었고, 3차모드까지 무리없이 일치함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등가모델이 고유치 해석결과 원형모델

과 아주 근 한 결과를 보이므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

과에서도 좋을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3. 심코어를 가진 3차원 단벽-골조 구조물에 한 

등가모델

심코어를 가진 3차원 단벽-골조 구조물은 질량의 

심과 강성의 심, 그리고 단벽의 심이 거의 일치하는 

칭구조물에 가까운 동 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횡력에 

의하여 수평변 가 발생할 때, 회 변 를 동반하지 않으며, 

동 인 모드는 직교하는 각 방향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각 

방향은 2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제안한 2차원 등가화 

방법을 통하여 등가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3.1 제구조물

제구조물은 50층 단벽-골조 구조물로 Fig. 11과 같고 

층고는 1층이 5.0m, 나머지 층은 3.5m이다. 설계하 은 건

축구조기 2009(KBC-2009)를 용하 다.

3.2 등가모델 개발과정

3차원 단벽-골조 구조물의 단벽과 골조를 분리하기 

해서는 직교하는 양방향 모두 T형 강체처럼 거동할 수 있

는 3차원 T형 강체가 요구된다. 단벽은 폐쇄형 평면을 가

지므로 단벽의 강성 심은 거의 단벽의 앙에 가깝게 

치한다. T형 강체의 세로축은 단벽의 강성의 심축에 

치해야 하므로 3차원 T형 강체의 세로축은 코어 단벽의 

심에 치해야 한다. Fig. 12는 3차원 T형 강체를 나타낸 

그림이다. 단벽의 각 교차 이자 단벽의 심에 강체

의 세로축이 치하고, Fig. 12(c)와 Fig. 12(d)를 보면 세

로축의 단부에는 Rx, Ry 방향의 회 이 자유롭도록 되어 있

어 직교하는 각 방향으로 모두 앞서 설명한 2차원 T형의 강

체와 동일하게 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은 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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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model (b) Model C (c) Model M (d) proposed model

Fig. 14 Analytical models of a centric co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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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ode shape comparison of analytical models

Mode
Period(sec) EMCn(%)

Original Model C Model M Proposed Original Model C Model M Proposed

1st 6.518 6.518 6.518 6.518 65.6 58.5 65.6 66.3 

2nd 2.027 1.094 1.759 2.083 13.8 20.9 15.0 13.4 

3rd 0.969 0.394 0.751 1.018 6.7 7.2 6.4 6.5 

Table 4 Eigenvalues of analy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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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 Centro NS(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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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aft S69E(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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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xico EW(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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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oma Prieta NS(1989)

Fig. 16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s of earthquake 

loads

골조 구조물의 단벽의 치에 3차원 강체를 도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T형 강체와 단벽 인 보의 단부는 강 으

로 연결되고, 강체의 세로축 단부는 x방향, y방향, 양방향으

로 회 이 자유롭다.

3차원 강체를 이용하여 단벽을 체하고 단벽을 골조

로부터 분리한 후에 강체 연결보로 연결하여 W-FT모델을 

구성한다. 분리된 3차원 벽체 모델은 캔틸 버 모델로 치환

한다. 이 때 캔틸 버 모델의 강성의 수직분포는 단벽의 

평면도를 간략화하여 각 방향 단면 2차 모멘트를 간략하게 

계산한 것을 용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코

어 부분은 통로 목 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병렬 단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Fig. 11(b)에서 장변방향 단벽의 캔틸

버 모델을 구성할 경우에는 개구부가 없으므로 휨거동에 

가까운 거동을 보일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단변방향의 경

우에는 통로로 인한 개구부로 인하여 연결보(coupling beam)

가 존재하고 단변형이 커질 수 있다. 단변방향으로 2차원 

등가모델을 구성할 경우에는 회 강성을 가지는 캔틸 버모

델을 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3차원 T형강체가 삽입된 골조부 모델은 2차원의 T형 강

체를 가지는 등가골조모델로 치환한다. 등가골조모델의 보와 

기둥의 강성 수직분포는 골조부 모델의 주요 부재 강성의 수

직분포로서 간략하게 정한다. 외부 골조보다는 단벽-골조 

구조의 주요 거동을 결정하는 단벽이 하는 내부 경간을 

기 으로 등가골조모델의 강성 수직분포를 결정하는 것이 

단벽-골조 구조의 거동을 모사하는데 효과 이다. 보와 기둥

의 수직강성분포가 결정되면 2차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골조

부 모델의 고유치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1차모드 유효질량이 

동일해지도록 등가골조모델의 보-기둥 강성비를 조정한다. 

이후에 주기가 동일하도록 강성을 일 으로 스 일하여 구

성한다. 이후에 벽체부 캔틸 버모델과 골조부 등가골조모델

을 강체연결보로 연결하여 제안하는 모델을 완성한다.

3.3 해석모델 구성  고유치 해석결과

해석에 사용될 모델은 Fig. 14와 같이 원형모델, 캔틸

버 모델(C모델), 모드형상을 고려한 등가모델(M모델), 그리

고 단벽-골조 제안 해석모델(WC-FM) 4가지이다. 지진해

석은 원형모델의 장변 방향으로 가력하여 수행하며, 원형모

델의 장변방향의 거동특성에 맞게 각각의 모델을 구성한 후 

해석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그리고 4가지 해석모델의 

모드형상을 비교한 것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모드형상 비

교 결과 제안모델이 가장 원형모델과 근 한 결과를 보이고 

M모델 역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다. 해석모델의 고유

주기와 유효질량계수를 Table 4에 모드형상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살펴보면 제안모델이 고유주기는 물론 유효모드

질량과 모드형상에서도 원형모델과 가장 근 한 결과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3.4 지진해석 결과

해석에 사용된 지진하 은 El Centro NS(1940), T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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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Model C Model M Proposed 

Peak(time) RMS Peak(time) RMS Peak(time) RMS Peak(time) RMS

El

Centro

Roof 44.59(2.54) 20.48 48.68(2.91) 21.83 38.99(2.42) 20.55 45.07(2.58) 20.34

25
th

18.71(11.69) 9.14 18.35(2.52) 7.12 18.80(2.68) 9.17 20.80(11.73) 9.36

Taft
Roof 29.75(54.44) 11.01 33.02(54.33) 11.8 31.29(54.44) 11.08 29.38(54.43) 10.94

25
th

14.18(54.30) 4.87 10.47(54.53) 3.83 13.29(54.18) 4.92 14.47(54.37) 4.98

Mexico
Roof 104.15(61.50) 19.85 61.47(57.87) 11.32 79.85(58.00) 13.85 93.10(61.59) 18.28

25
th

53.39(63.71) 11.14 14.55(53.64) 3.07 24.38(57.36) 4.59 55.75(63.83) 11.19

Loma

Prieta

Roof 16.45(13.25) 5.28 17.17(12.81) 5.5 17.54(13.15) 5.39 16.35(13.31) 5.19

25
th

11.51(12.59) 3.01 7.72(12.55) 1.86 12.63(14.69) 3.05 11.80(12.61) 3.02

Table 5 Displacement responses of each model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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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splcement time history of El Centro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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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isplcement time history of Taft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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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isplcement time history of Mexico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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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Displcement time history of Loma Prieta earthquake

S69E(1952), Mexico EW(1985), Loma Prieta NS 

(1989)이고, 4가지 하 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Fig. 16

에 나타내었다. Fig. 16(c)의 Mexico 지진 응답스펙트럼을 

보면 구조물의 2차모드 주기 성분에서 큰 에 지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해석모델의 2차모드가 원형모

델과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응답에서 큰 오차가 보일 것으로 

단된다. 4가지 지진을 이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고, 모드 첩법을 통하여 응답을 구하 다. 모드는 가력방향 

모드성분에서 20차까지 고려하 다.

간략모델을 통한 시간이력의 해석은 최 변  수치뿐만 아

니라 최 변  발생시각까지 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Table 5는 해석모델들의 간층과 지붕층에서의 최 변 와 

RMS변 를 나타낸 것이다. 최 변  응답을 살펴보면 제안

모델이 수치나 최 변  발생시각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성

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l Centro 지진의 25층 응답

에서 제안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하여 큰 오차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 최 변  발생시각을 확인하여 보면 제안모

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의 응답은 원형모델의 최 응답과는 

무 한 시각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RMS 변  역

시 마찬가지로 제안모델이 가장 원형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멕시코 지진의 경우에 제안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하여 원형모델의 2차모드를 잘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

등하게 나은 결과를 보여 다. Fig. 17~Fig. 20은 지진하

에 의한 최상층과 25층 변 의 시간이력을 나타내었다. 모

든 경우에서 제안모델이 원형모델과 가장 유사한 응답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Mexico 지진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최상층 변 와 간층 변 는 구조물의 고유모드 

성분을 고려하 을 때, 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최상층 변

는 주로 1차모드에 의하여 거동하는 반면, 간층 변 는 

2차, 3차 모드의 향을 많이 받는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모두 원형모델의 1차모드를 잘 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

델들이므로, 지붕층 변 에서는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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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of story

(b) 25th story

Fig. 21 Acceleration time history(El Centro NS)

Original WC-FM

Number of DOFs 7050 450

Analytical time 6835sec 203sec

Table 6 Number of DOFs and analytical time of 

original and proposed models

알 수 있다. 그러나 간층 변 의 경우에 고차모드의 단

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이 고려되는 제안모델만이 원형모델의 

거동을 잘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1은 El 

Centro 지진에 의한 해석모델의 25층과 지붕층 가속도 응답

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모델을 제외하고는 간층과 지붕층 

모두 해석모델이 원형모델의 응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 와는 달리 가속도 응답은 고차모드의 성분이 크기 때

문에 고차모드를 잘 반 하지 못하는 나머지 모델에서는 오

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원형모델

과 제안모델의 4개 지진 해석시간과 자유도수를 비교한 것이

다. 제안모델이 자유도 수와 해석시간면에서 매우 효율 임

을 알 수 있다.

4. 두 개의 코어를 가진 강성 칭형 구조물에 한 

등가모델

단벽-골조 구조물의 단벽은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경우에 다수의 엘리베이터 확보  동선 등의 이유로 더블코

어 구조로도 많이 시공된다. 비틀림이 유발되지 않는 강성

칭형 구조물에서는 심코어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2차원 등

가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더블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제의 간략한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제안

모델의 용성을 검토하 다.

4.1 제구조물  등가화 과정

제구조물은 6경간의 50층 더블코어 단벽-골조 구조물

이며, 설계하 은 건축구조기  2009를 용하 다. 제안모

델의 등가화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코어를 가진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단벽이 치한 부분에 힌지 처리된 3차원 T

형 강체를 삽입하여 두 코어를 분리해 내고, 분리된 코어는 

각각의 캔틸 버 모델로 치환한다. 이 게 구해진 두 캔틸

버 모델의 강성을 같은 층 강성끼리 더하여 하나의 캔틸 버 

모델(WC)을 구성한다. FT모델은 하나의 코어를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유효질량계수에 의한 보-기둥 강성비를 계산하여 

단순한 형태로 축소시킨다. 이후에 강체 연결보를 연결하여 

마무리 한다.

4.2 고유치 해석결과

구성한 제안모델의 고유주기와 유효질량계수를 원형모델과 

비교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주기와 유효질량계수 모두

에서 비교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23은 모드형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모드형상도 상한 바와 같이 1차모드부터 

3차모드까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코어를 가

지는 단벽-골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와 유효질량계수, 

모드형상이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제안모델의 더블코어 

단벽-골조 구조물로의 용성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y

x

 (a) perspective (b) plan

Fig. 22 Example structure having double core

Mode
Period(sec) EMCn(%)

Original WC-FM Original WC-FM

1 4.333 4.333 65.38 65.45 

2 1.141 1.120 16.05 15.90 

3 0.506 0.481 7.00 7.12 

Table 7 Eigenvalues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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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Mode shape comparison of proposed and 

original models



박용구․이동근․김 수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2013.2) 17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고층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의 효율 인 해석모델을 제안하 다. 단벽-골조구조시스템은 휨거동하는 

단벽과 단거동하는 골조로 구성된다. 그리고 단벽-골조구조시스템의 변형형상은 골조와 단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

된다. 효율 인 해석모델에서는 이러한 거동특성을 반 되어야 하므로 골조와 단벽을 분리하여 동 인 거동특성을 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부와 골조부를 분리하기 하여 T형 강체를 단벽의 치에 체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분리한 벽체부와 골조부 각각의 등가모델을 구성한 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고층 단벽-골조구조시스템의 등가모델을 완

성하 다. 제안한 등가모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고층의 단벽-골조 구조물의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제안한 등가모델이 해석시간과 컴퓨터 메모리를 하게 이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다.

핵심용어 : 단벽-골조 구조시스템, T형 강체, 단벽-골조 상호작용, 등가모델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성 칭형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의 2차

원 등가모델을 제안하 고 해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이 밖

에도 캔틸 버 모델(Model C)과 모드형상을 고려한 모델

(Model M)의 해석을 통하여 장단 을 비교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C모델의 경우에는 완 히 휨거동하기 때문에 단벽이 

큰 비 을 차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벽-골조 시

스템을 모사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고, M모델의 경우

에는 C모델에 비교하여 우수한 모사성능을 보이지만 

단거동과 휨거동이 결합된 거동을 하는 단벽-골조 

구조물을 모사하는 데에는 덜 효과 인 것으로 보인다.

2) 제안한 모델은 T형 강체를 사용함으로써 단벽-골조

의 상호작용  단벽에 인 한 보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서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

3) 제안한 모델은 다른 모델과 비교하 을 때 해석에 소

요되는 시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델에 비하여 월등

히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어 우수한 성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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