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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shear wall-frame structural system, the structural response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hear wall in 

bending mode and the frame in shear mode. In order to effectively consider these characteristics of a shear wall-frame structure, the 

simplified numerical model using the T-shape rigid body was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Based on the previously proposed 

model, an efficient numerical model for a wall-frame structure with an eccentric core has been proposed in this study. To this end, 

the previously proposed 2D model is extended to the 3D model and it is enhanced by considering torsion effects. As a result, the 

enhanced model can be applied to the analysis of a wall-frame structure with an eccentric core as well as a centric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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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층건물에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건축 인 이유와 더불어 

횡력 항에 한 효율성과 같은 구조 인 이유로 RC 코어를 

가지는 단벽-골조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물의 구

조  안정성과 사용성의 확보를 하여 내진  내풍성능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풍하   지진하 에 한 동 해석 과

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한 부족한 성능의 향상을 하여 

추가 으로 설치하는 진동제어장치의 최 설계 과정에도 반

복해석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부재수가 많

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해석모델의 과 요소의 수가 지나

치게 많아져서 구조물 체모델의 시간이력해석은 시간과 노

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PartⅠ에서는 편심이 없는 단벽

-골조 구조시스템에 한 2차원 등가모델을 제안하 다. 

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하여 강체를 이용한 

벽체부, 골조부 분리모델을 통하여 단벽-골조구조의 모드

특성을 반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단벽-골조구조는 구조 인 안정성 면에서 코어의 

배치형태는 심코어형이 이상 이다. 편심코어형 구조물은 

횡력에 의하여 구조물에 비틀림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특정

부재에 응력집  혹은 취성  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부

재력을 증가시켜 경제 인 설계를 어렵게 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동선이나 평면 구성과 같은 평면 효율성 극 화를 

하여 건축 인 이유로 편심코어형 구조물이 빈번하게 설계된

다. 편심코어형 단벽-골조 구조물은 단벽과 골조가 상호

작용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비틀림 거동을 하기 때문에 

등가모델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의 2차원 해석모델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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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편심코어형 단벽-골조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반 할 

수 있는 3차원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검증하 다.

2. 편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의 편심거리

일반 으로 구조물에서 층의 질량은 바닥  질량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평면상의 심에서 크게 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단벽-골조 구조물에서 가장 큰 수평강성을 가지는 

부재는 코어 단벽이므로 강심은 코어 단벽 치의 향

을 크게 받게 된다. 심코어를 가지는 구조물은 강심이 평

면상의 심에 가깝게 치하므로, 층 질량의 심과 강심과 

평면상의 심이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편심

코어를 가진 구조물에서 강심은 평면상의 심에서 코어 

단벽 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존재하므로 강성 비 칭이라고 

볼 수 있다.

편심거리는 구조물의 비틀림 거동을 악하는데 가장 요

한 요소로서, 질량 심과 강심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구조

물의 정  비틀림과 동  비틀림을 악하기 해서는 평면

상에서 질량 심과 강심의 치를 알아야 한다. 구조물의 

구조해석시 평면상의 질량 심은 모형화된 모델에서 질

량을 토 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강심의 치는 비

틀림을 유발하는 정 인 하 의 가력을 통한 변형형상으로 

구할 수 있다. Fig. 1은 (a) 일방향 편심과 (b) 이방향 편심

의 치에 코어가 치한 구조물로서 비틀림 유발하는 정

하 을 가력한 그림이다. Fig. 1의 (a)에서 나타낸 일방향 

편심 구조물의 경우에는 정 하  P에 의하여 변형 의 

심선과 변형 후의 심선 교 이 가로 심선에 의하여 하나

가 생기고, 세로 심선의 교 은 변형 의 심에 있게 된

다. 반면 Fig. 1(b)의 이방향 편심 구조물의 경우에는 가로 

심선과 세로 심선에서 각각 변형 의 심이 아닌 교

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평면의 심선에서 각 방향 교

까지의 거리가 강심의 치가 된다. 구조물은 층에 따라 구

조부재의 단면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심의 치

는 층별로 다를 수 있다. Fig. 1과 같이 지붕층의 가력을 통

하여 구한 강심은 동  비틀림 거동의 가장 주된 모드의 강

심 치와 비슷하게 치하게 된다. 이는 구조물의 횡강성을 

구하기 하여 최상층에 횡력을 가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구조물의 1차모드 변형에 가까운 변형을 유발하는 과정이다. 

동 인 비틀림 거동도 구조물의 동 거동이므로 비틀림의 1

차모드가 비틀림 체거동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클 것이므

로 이와 같은 방법이 큰 오차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심거리를 구함에 있어서 강

심의 치는 지붕층 가력에 의한 결과로, 질량 심은 지붕층

의 질량 심을 기 으로 하 다. Fig. 2는 편심이 있는 구조

물의 편심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 는 각 방향 

편심거리이다.

3. 편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의 등가모델

3.1 삼차원 등가모델을 한 2차원 등가모델의 활용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은 단벽과 골조가 동시에 횡력에 

항한다.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은 휨거동하는 단벽과 

단거동하는 골조의 상호작용으로 변형형태가 결정된다. 편

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 한 이와 다르지 않다. 

편심코어로 인하여 비틀림거동이 발생하게 되지만 비틀림 거

동상태에서도 역시 단벽과 골조가 상호작용하여 거동형태

를 결정한다. Fig. 3은 (a) 심코어를 가지는 단벽-골조 

구조물과 (b) 편심코어를 가지는 단벽-골조 구조물의 x방

향, y방향 변형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평면의 변형형태를 보

면 Fig. 3(b)의 코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강성 심이 



박용구․이동근․김 수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1호(2013.2) 21

plan x-direction y-direction

(a) centric core

plan x-direction y-direction

(b) eccentric core

Fig. 3 Deformed shape of centric and eccentric core 

structures

Deformed Shape

St
or

y

C e ntral C ore
Ec c entri c C ore

(a) x-direction

       Deformed Sha pe

St
or

y

C en tra l Core
Ecc e ntric Cor e

(b) y-direction

Fig. 4 Deformed shape of a wall-frame structure with 

constraint rotational DOF

1

x

y

(a) x-direction 2D 

model

(b) y-direction 2D 

model

(c) 3D equivalent 

model

Fig. 5 3D model using 2D equivalent model

x

y

x

y

(a) equivalent torsional 

beam

(b) use of equivalent torsional 

beam for T-shaped axis

Fig. 6 3D model cosidering torsional rigidity

코어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코어 쪽을 축으로 비틀림이 발생

함을 볼 수 있다. 이때 강심은 코어뿐만 아니라 골조의 향

을 받기 때문에 코어 심과 평면 심 사이에 치하게 된다.

Fig. 4는 Fig. 3에 나타낸 편심코어형 구조물의 비틀림 

성분을 제거하기 하여 구조물의 회 변 (Rotation z)를 

구속한 상태에서의 x방향과 y방향의 입면 변형형상을 심코

어 단벽-골조 구조물과 비교한 것이다. Fig. 4(b)의 편심

코어 구조물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x방향의 경우에 코

어 단벽에 하는 x방향 보의 수가 반으로 어들기 때

문에 보강성의 변화로 구조물의 강성은 작아질 것으로 단

되나 변형형상은 심코어의 형태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편심코어 구조물의 y방향 변형도 비틀림을 구속한 

상태에서의 변형형상은 심코어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틀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성의 차

이만 존재할 뿐 변형형상  모드형상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심코어 단벽-골조 구조를 상으로 제안

된 2차원 제안모델을 편심코어형 구조물의 비틀림 성분을 제

외한 3차원 등가모델을 구성하기 한 각 방향 등가모델로 

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구조물의 비틀림 거동을 나타내기 한 등가 비틀림 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편심코어형 단벽-골조 구조물의 

등가모델을 구성하기 하여 심코어 구조물의 해석모델로 

제안한 2차원 해석모델로 각 방향의 등가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x방향, y방향 각각의 등가모델을 Fig. 5와 같이 T형 

강체의 기둥부가 공유하는 부재가 되도록 직교시켜 결합하는 

방식으로 3차원 모델을 구성한다. 직교시켜 결합된 구조물은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3차원 해석모델이며, 결합된 x방향 

2차원 등가모델은 x방향 강성만을, y방향 2차원 등가모델은 

y방향 강성만을 가지므로 각 방향별 강성간섭은 없으며, 강

심은 교차된 T형 강체의 축에 치하게 된다. 여기에 T형 

강체의 힌지는 x방향 회 과 y방향 회 에 해서만 힌지로 

작용하므로 3차원 등가모델은 강체 축이 비틀림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틀림 거동을 하지 못한다. 3차원 등가모델

에 비틀림 변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Fig. 6과 같이 강체의 축을 등가 비틀림 보로 체하는 

방법을 용하 다.

용된 등가 비틀림 보는 각 방향의 휨에 해서는 강체로

서 작용하고, 비틀림 강성에 한하여 등가의 비틀림 강성을 

가지도록 하 다. 이 때 강체 축에 존재하는 강체의 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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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유지된다. 등가 비틀림 보의 비틀림 강성은 상구조

물의 지붕층에 비틀림 유발 하 을 가력하 을 때에 지붕층

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회 각()으로 구할 수 있다. 비틀림 

유발하 은 비틀림의 심인 강심에서 × 크기의 모멘트

로 작용한다. 따라서 Fig. 7과 같이 동일한 모멘트를 비틀림 

강성이 고려되는 3차원 제안모델의 지붕층 강심에 가력하

을 때에 상구조물의 경우와 동일한 지붕층 회 각을 가지

도록(  ) 비틀림 강성을 유도할 수 있다. 3차원 제안모델

의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는 고차의 비틀림 모드응답에 

향을 다. 3차원 제안모델의 비틀림 강성 수직분포를 정하

기 하여 상구조물에 비틀림 유발하 을 가력하 을 때의 

층별 회 각의 수직분포비를 반 하 다. 3차원 제안모델의 

비틀림 강성 수직분포를 당히 분할하여 Fig. 8과 같이 변

수 Rt에 의하여 선형 인 수직분포를 가지도록 하 다. 모든 

층의 비틀림 강성이 동일할 때 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구조물의 비틀림 유발하 과 동일한 모멘트 

×를 가하 을 때의 제안 등가모델의 층별 회 각 비율을 

Rt에 따라 구하면 Fig. 9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 때 상 

구조물에서 구한 비틀림 유발하 에 의한 회 각 수직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한 를 구할 수 있다. 단벽-골

조 구조는 하부층의 단벽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는 

1보다 큰 값을 가진다. 

3.3 삼차원 등가모델의 비틀림 심

앞서 비틀림 강성 계산과정에 하여 알아보았다. 구조물

의 비틀림 속성은 비틀림 강성, 질량 심과 강심과의 편심

거리로 결정된다. 여기서는 등가모델의 편심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한다. 3차원 제안모델에서는 T형 강체의 

축이 강심이고, 상구조물의 강심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3차원 제안모델의 강심은 상구조물의 강심과 같은 치에 

치하여야 한다. Fig. 10의 (a)는 상구조물의 강심과 지

붕층 질량 심을 나타낸 것이고, Fig. 10의 (b)는 제안모델

의 강심을 상구조물의 강심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 결과 

양방향 편심거리가 , 로 쉽게 결정되므로, 제안모델의 

지붕층 질량의 치를 결정할 수 있다. 상구조물 원형모델

의 각 층 질량 심은 해석 시 질량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각 층의 질량 심은 부재단면의 크기에 따라 그 

치가 다를 수 있고, 제안모델에서 나머지 층 질량 심은 지

붕층 질량 심을 상구조물과 일치시킨 상태에서 상구조

물과 동일한 치로 한다.

Mass center of the Roof

Center of 
Torsional
Rigidity

Mass center of the Roof

Center of 
Torsional
Rigidity

ex

ey

(a) mass and rigidity 

center

(b) equivalent and target models 

having the identical rigidity center

1

Mass center of the Roof

Center of 
Torsional
Rigidity

ex

ey

(c) eccectric distance of a equivalent model

Fig. 10 Eccentci distance of a proposed model

4. 일방향 편심을 가진 구조물의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차원 등가모델은 편심거리와 비틀

림 강성을 도입하여 구조물의 비틀림 거동을 고려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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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de shapes of 2D equivalent model and original model

Mode

x-direction y-direction

Period(sec) EMCn(%) Period(sec) EMCn(%)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1 1.791 1.791 64.77 64.85 2.762 2.762 70.22 70.87

2 0.387 0.385 19.92 19.33 0.781 0.788 13.63 12.73

3 0.165 0.157 6.93 6.48 0.356 0.361 5.65 5.53

Table 1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original and 

proposed models

하 다. 2차원 등가모델을 x방향, y방향의 등가모델로 사용

하고, 교차된 강체의 축에 등가 비틀림 보를 이용한 강성을 

부여하여 구성하 다. 등가모델의 비틀림 강성  비틀림 강

성 심 치와 질량 심의 치는 상이 되는 구조물의 원

형모델의 비틀림 유발 정 하 에 의한 한번의 정 해석으로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다.

4.1 제구조물

제구조물은 Fig. 11과 같이 y방향으로 편심을 가지는 

장변방향 5경간, 단변방향 3경간 구조물로 모든 경간은 9m

이고, 설계하 은 건축구조기  2009를 용하 다.

x

y

(a) perspective (b) plan

Fig. 11 20-story example structure with a eccentric core

4.2 각 방향 2차원 등가모델

제구조물의 비틀림을 구속한 상태에서의 x방향, y방향 

고유치 정보를 통하여 Part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각 방향 

2차원 등가모델을 구성하 다. 그리고 회  자유도를 구속한 

원형모델의 각 방향 고유치  모드형상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1과 Fig. 12에 나타내었다. 비틀림이 고려되지 않은 

2차원 모델에서는 각 방향 모드형상  고유주기, 유효질량

이 거의 오차없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등가비틀림보와 비틀림 심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구조물의 원형모델의 지붕층에 

비틀림 유발하 을 가력하여 층별 회 각 와 강심의 치

를 구하고, 이를 통하여 제안모델의 비틀림 강성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 편심거리를 계산하여 용하 다. 제안모델

의 비틀림 강성의 수직 분포는 4분할하여 구성하 고, 비틀

림 유발하 에 의한 원형모델의 층별 회 각과 유사한 변형

을 보이도록 를 3.2로 구하 다. 제안모델에서 비틀림 강

성의 수직분포를 비례  근사로 정하 으므로, 정확하게 원

형모델과 일치시키기는 어렵다. 이후에 원형모델과 지붕층 

회 각이 동일하도록 비틀림 강성을 스 일하 다. 제구조

물의 강심, 지붕층 질량 심과 등가모델의 강심을 일치시켜 

편심거리를 Fig. 13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 다. 여기서 x, y

축은 질량 심을 원 으로 하는 축이며, Cx, Cy는 강심을 

원 으로 하는 축이다.

Mass center of the Roof

y

x, Cx

Cy

e

Center of 
Torsional
Rigidity

Fig. 13 Calculation of eccentr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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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3.224sec 2.052sec 1.791sec 1.017sec 0.553sec

(a) original model

3.223sec 2.010sec 1.791sec 1.025sec 0.573sec

(b) proposed model

Fig. 14 Mode shapes of proposed model and original model with eccentric core

Mode
Period(sec)

EMC(%)

Trans. x Trans. y Rotation z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1 3.224 3.223 0 0 56.03 56.34 17.35 16.65

2 2.052 2.010 0 0 15.51 14.31 53.62 57.99

3 1.791 1.791 64.77 64.85 0 0 0 0

4 1.017 1.025 0 0 9.51 7.46 3.48 2.06

5 0.553 0.573 0 0 1.57 1.38 11.97 8.13

6 0.520 0.527 0 0 5.85 6.21 0 0.32

7 0.387 0.385 19.92 19.33 0 0 0 0

8 0.336 0.341 0 0 1.65 0.15 1.25 0.83

9 0.243 0.238 0 0 1.13 0.12 4.63 2.05

10 0.239 0.234 0 0 1.84 0.85 0.01 0

Table 2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original and 

proposed models with eccentric core

Earthquake
Original Proposed Error(%)

Peak RMS Peak RMS Peak RMS

El Centro 32.19 8.94 29.95 8.81 6.96 1.45 

Taft 11.61 4.27 11.27 4.20 2.93 1.64 

San Fernando  6.40 1.53 6.34 1.46 0.94 4.58 

Loma Prieta 18.06 4.02 16.57 4.02 8.25 0.00 

Table 3 Roof displacement due to each earthquake
(uni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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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placement time history(El Centro NS)

0 10 20 30 40 50
Time(sec)

-15

-10

-5

0

5

10

15

D
is

pl
ac

em
en

t(
cm

)

Original
Proposed

4 6 8 10 12
Time(sec)

-10

-5

0

5

10

Di
sp

la
ce

m
en

t(
cm

)

Original
Proposed

(a) entire time history (b) 3~13sec time history

Fig. 16 Diplacement time history(Taft S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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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placement time history(San Fernando S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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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iplacement time history(Loma Prieta NS)

4.4 고유치 해석 결과

고유치와 모드형상을 Table 2와 Fig. 14에 나타내었다. 

반 으로 등가모델이 원형모델의 주기와 모드형상을 잘 모

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틀림의 향을 받지 않는 

x방향 성분은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y방향은 회 성

분의 유효질량비와 주기가 x방향에 비하여 조 씩 차이가 나

는데, 이는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를 비례분포로 근사 으

로 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차모드에서 크지 않으므로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함에 있어

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5 지진해석 결과

해석에 사용된 지진하 은 El Centro NS(1940), Taft 

S69E(1952), San Fernando S69E(1971), Loma Prieta 

NS(1989)이고, 비틀림 거동이 발생하는 y방향으로 가력하

다. 20차모드까지 고려하여 모드 첩법을 사용하 고, 지

붕층 질량 심에서 응답을 구하 다. Table 3에 해석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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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ode shapes of proposed model and original model with 2 direction eccentric core

  

(a) perspective (b) plan

Fig. 19 Example structure with 2 direction eccentric core

Mode

x-direction y-direction

Period(sec) EMCn(%) Period(sec) EMCn(%)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1 1.811 1.811 64.54 64.76 2.823 2.823 71.28 71.87

2 0.392 0.390 20.12 19.58 0.784 0.787 13.71 12.63

3 0.167 0.161 6.82 6.58 0.352 0.363 5.75 5.57

Table 4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original and 

proposed models with 2 direction eccentric core

의 지붕층에서의 최 변 와 RMS변 를 나타내었다. 최

변  응답을 살펴보면 제안모델이 최 변 와 RMS 변  모

두에서 원형모델을 잘 따르고 있다. 오차율에서도 최 변

에서의 8.25%가 가장 큰 오차일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Fig. 15~Fig. 18은 체 시간이력과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시간 의 변  시간이력을 각각 나타내

었다. 체 시간이력을 살펴보면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시간 를 확 하여 살펴보았을 경

우에 San Fernando 지진에 의한 응답만이 약간의 오차를 

보이지만 나머지 지진에 의한 응답은 거의 오차가 없음을 볼 

수 있다. San Fernando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에서 구조물의 

1차주기와 2차주기 성분은 아주 작고 8차모드 이상의 고차

모드 성분에 지진에 지가 집 되어 있다. 제안모델은 성능

은 고차모드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San Fernando 지진에 의한 오차는 지진에 지

가 큰 시간 에 짧은 순간 발생하는 오차이다. 지진에 지가 

큰 시간 의 응답은 지진하 으로 인하여 부득이 고차모드 

성분의 응답이 커지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에서

는 제안모델이 상당히 안정 인 성능을 보인다.

5. 이방향 편심을 가진 구조물의 해석

양방향 편심 치에 코어가 치하는 경우에 제안모델의 

용성을 검토하기 하여 제구조물을 선정하고 제안한 등

가모델을 구성하 다. 그리고 고유치 해석과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제안모델이 이방향 편심 구조물로도 용성이 뛰어난

지 검토하 다.

5.1 제구조물  각방향 2차원 등가모델

Fig. 19와 같이 y방향 뿐만 아니라 x방향으로도 편심을 

가지는 제구조물을 선정하 다. 각 방향 2차원 등가모델을 

구성한 후 원형 구조물과 고유치  모드형상을 비교한 결과

를 Table 4와 Fig. 20에 나타내었다. 비틀림이 고려되지 않

은 2차원모델에서는 각 방향 모드형상  고유주기, 유효질

량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5.2 등가비틀림보와 비틀림 심

원형모델의 지붕층에 비틀림 유발하 을 가력하여 층별 회

각와 강심의 치를 구하고, 이를 통하여 제안모델의 비틀림 

강성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 편심거리를 계산하여 용하

다. 1방향 편심 구조물과의 달리 편심거리가 양방향으로 발

생한다. 제안모델의 비틀림 강성의 수직 분포는 비틀림 유발하

에 의한 원형모델의 층별 회 각과 유사한 변형을 보이도록 

=3.0으로 구하 다. 이후에 원형모델과 지붕층 회 각이 

동일하도록 비틀림 강성을 스 일하 고, 편심거리를 Fig. 21

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 다. 이방향 편심 구조물이므로 y방향 

편심거리 뿐만 아니라 x방향 편심거리도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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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Period(sec)

EMCn(%)

Trans. x Trans. y Rotation z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Original Proposed

1 3.243 3.242 4.68 4.65 52.34 51.98 16.58 17.21

2 2.259 2.253 23.56 24.21 18.05 17.96 27.33 30.23

3 1.595 1.596 37.42 36.35 0.94 0.84 26.56 30.35

4 1.029 1.021 1.08 1.02 8.68 9.01 3.13 2.79

5 0.606 0.589 4.59 4.38 3.75 4.13 6.29 5.42

6 0.533 0.531 0.08 0.12 4.12 4.15 0.67 0.34

7 0.345 0.337 0.03 0.07 1.27 1.16 1.78 2.04

8 0.341 0.339 14.32 13.57 0.17 0.25 5.09 6.35

9 0.268 0.250 1.26 1.02 2.37 2.56 2.37 2.65

10 0.246 0.224 0.14 0.38 0.95 1.12 0.40 0.27

Table 5 Eigenvalue analysis results comparison

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3.243sec 2.259sec 1.595sec 1.029sec 0.606sec
(a) original model

3.242sec 2.253sec 1.596sec 1.021sec 0.589sec
(b) proposed model

Fig. 22 Mode shapes and periods of proposed model and original mode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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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 
Center

Mass center of the Roof x

ex

ey

Fig. 21 Eccentric distance with 2 direction eccentric core

5.3 고유치 해석 결과

제안모델의 고유치와 모드형상을 원형모델과 비교하여 

Table 5와 Fig. 22에 나타내었다. 2방향 편심 제의 경우

에도 등가모델이 원형모델의 주기와 모드형상을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를 비례분포

로 근사 으로 용하 기 때문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는 x방

향으로는 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던 1방향 편심 제의 

경우에 비해, x방향으로도 조 의 오차가 발생하긴 하 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조물의 거동을 모사함에 있어

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4 지진해석 결과

해석에 사용된 지진하 은 1방향 편심 제와 동일한 하

을 사용하 고, 편심거리가 더 긴 y방향으로 가력하 다. 

Table 6에 해석모델들의 지붕층에서의 최 변 와 RMS변

를 나타내었다. 최 변  응답  RMS 응답을 살펴보면 

제안모델이 최 변 와 RMS 변  모두에서 원형모델을 잘 

따르고 있다. 오차율에서도 최 변 에서의 7.05%가 가장 

큰 오차일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Fig. 23~Fig. 26의 시

간이력 응답을 살펴보면 1방향 편심의 경우보다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모델에서 비틀림의 

수직강성 분포를 근사 으로 가정한 오류발생 요소가 x방향

의 거동에도 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오차율은 

여 히 10%미만으로 매우 우수하다.

Earthquake
Original Proposed Error(%)

Peak RMS Peak RMS Peak RMS

El Centro 32.17 8.08 30.24 8.65 5.99 7.05 

Taft 11.49 4.02 11.34 4.13 1.32 2.70 

San Fernando 6.42 1.49 6.37 1.45 0.74 2.45 

Loma Prieta 17.12 3.93 16.83 3.98 1.70 1.18 

Table 6 Roof displacement of each analytical model
(uni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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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iplacement time history(El Centro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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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Diplacement time history(Taft S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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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Diplacement time history(San Fernando S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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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iplacement time history(Loma Prieta NS)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편심의 치에 코어 단벽이 치하는 단

벽-골조 구조시스템의 3차원 등가모델을 제안하 고 지진해석

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제안한 모델은 제작방법에 있어서 원형모델과 벽체부 

모델, 골조부 모델의 각 방향 1차모드 고유치 해석과 

1회의 비틀림 유발하 에 의한 정 해석을 통하여 등

가모델 구성에 필요한 구조물의 정보를 갖출 수 있으

므로, 고층 단벽-골조 구조물의 반복 인 동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용하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2) 제안한 모델은 1방향 편심, 2방향 편심에 계없이 

8.25% 오차범  이내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가모델의 비틀림 속성은 지붕층의 

회 각과 편심거리를 기 으로 정하 고, 비틀림 강성의 

수직분포는 선형이라고 가정하 다. 그 결과 PartⅠ의 

편심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오차가 더 발생하 다. 우려

할 만큼 큰 오차는 아니지만, 비틀림 속성을 좀 더 정확

하게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보다 나은 3차원 

등가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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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단벽-골조 구조시스템의 구조 인 거동은 휨거동하는 단벽과 단거동하는 골조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러한 단벽-골조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효과 으로 고려하기 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2차원 T형 강체를 사용한 단순 해석

모델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편심코어를 가진 단벽-골조 구조물에 한 효율 인 해석모델을 제안한

다. 2차원 등가모델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비틀림 거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결과 제안하는 등가모델이 편심코어

를 가지는 단벽-골조 구조물에도 용가능 하도록 하 다.

핵심용어 : 단벽-골조 구조시스템, T형 강체, 비틀림강성, 비틀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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