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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lex-shaped tall building causes many structural challenges due to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regarding inclined members 

and complexed shape. This paper is aimed at development of design process using computational-platform which is effective design 

tool for responding frequent design changes, particularly as to overseas projects. StrAuto, a parametric structural modeling and 

optimizing system, provides the optimized alternatives according to design intent and realize a swift process converting a series of 

structural information necessary to nonlinear analytical models. The application of the process was to a 45-story hotel building in 

Ulanbator, Mongolia adopting shear wall and special moment frame with outrigger systems.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lateral force 

resisting system against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MCE),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tr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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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국가의 랜드마크 요소 확립과 부유한 경제력의 표  

등 다양한 목 을 하여 비정형 고층 건축물이 세계 으

로 많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형 고층 건물에 상

치 않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막 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정형 고층 건축물의 지진피해를 감시

키기 해서는 건축물의 정확한 내진성능 평가  내진설계

가 수반되어야 한다. 

비정형 고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설계는 기

존 정형 건축물에 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비효율 인 업무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정형 건물

의 형상 모델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산 랫폼 기술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산 랫폼 기술인 StrAuto는 라

메트릭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다양한 타입의 비정형 고층 

모델을 신속히 제시하고 구조성능을 평가하여 최 안을 제시

할 수 있다(Kim, 2012).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산 랫폼인 StrAuto를 활용하여 

비정형 고층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 

로세스를 제안한다. 한 자동화 내진성능평가 기술을 실제 

몽골지역의 최고층 건축물에 용하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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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grated structural design flow for seismic 

performance-bas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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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tibility with structural analysis 

programs

1.2 연구방법  흐름

본 연구는 Fig. 1의 연구 로세스와 같이 산 랫폼을 

이용하여 몽골지역에 내진성능기반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

의 진행은 데이터 연동 황조사, 지진하  선정, 비선형 해

석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데이터 연동 황조사는 구조해

석, 라메트릭 디자인툴, 내진성능평가 로그램의 연동 황

을 조사하 다. 한 지진동 선보정 자동화 모듈  비선형 

특성 변수  성능기  자동생성 모듈을 제시하 다.

지진하 선정은 실제 로젝트를 상으로 지진하  산정 

시 상지역의 지진 험도를 분석하 다. 한 지진하 에 

한 UBC, IBC 코드 용에 하여 다양한 에서 분석

하고 지진하 을 선정하 다. 

비선형 해석은 비선형해석 모델 변환 과정에 한 황 분

석 후 최 의 변환 방법을 선정하 다. 그래서 선정된 모델 

변환 방법을 통해 비선형 모델을 생성하고 지진동을 산정한 

후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을 수행하 다. 

Investigation on 
compatibility with 
structural analysis 

tools

Between structural analysis tools
Between computational-platform and 

structural analysis tools 
Between computational-platform and 

non-linear analysis tools
Module for ground motion selection 

and scaling 
Module for non-linear property

▼ ▼
Selection of site 

seismicity
Design code applicable to site

Define seismic hazard
▼ ▼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is

Importing from computational-platform
Generating geometry and nonlinear 

properties
Selecting and scaling ground motion

Analyzing response results
Fig. 1 Research process

2. 데이터 연동 황 조사

산 랫폼인 StrAuto를 이용한 내진성능평가 로세스는 

Fig. 2와 같이 건축물의 라메트릭 모델링을 시작으로 구조

설계와 비선형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라메트릭 모델링

은 복잡하고 다양한 건물의 형태를 원하는 변수로 조정하여 

다양한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해 라메트릭 툴과 

구조해석 소 트웨어 간 데이터 연동이 필수 으로 본 장에서

는 각 로그램 간 데이터 연동 황에 하여 조사하려 한다.

2.1 구조해석 로그램 간 연동 

SAP2000, ETABS, MIDAS GEN등 구조해석 로그램

의 연동 황에 해서 Table 1과 같이 조사하 다(Cho, 

2012). SAP2000과 ETABS와의 연동은 EXR 일로 연동

이 가능하지만 SAP2000의 경우 15버 에서만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ETABS에서 SAP2000의 연동은 s2k나 IFC

로 가능하며, s2k는 치와 부재정보가 연동되지만 IFC는 

형상정보와 치정보만이 연동됨을 확인하 다. ETABS에

서 s2k 일로 직 변환하거나 IFC 일로 간  변환할 것을 

권장한다. 

ETABS  SAP2000과 MIDAS 연동은 s2k 일로 연동

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 MIDAS에서는 s2k 일의 8이하 

버 까지만 연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SAP2000에서 MIDAS

로 내보내기는 ETABS로 우선 연동 후 다시 s2k 8버 이하

로 변경하여 연동한다. MIDAS에서 ETABS  SAP2000

로 내보내기는 Autocad DXF 일로 가능하며, 치정보만

이 연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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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Line Load Point Load

SAP2000, ETABS

Perform 3D

Fig. 4 Compatibility between ETABS and Perform 3D

Pu_com Pu_ten Vy Vz My Mz P / Vy / Vz / V_max / Θy a_y/Θy b_y/Θy c_y IO_y/Θy LS_y/Θy CP_y/Θy

(kN) (kN) (kN) (kN) (kNm) (kNm) Agfc' bwd√fc'bwd√fc' bwd√fc'
-2363.74 -1529.05 69.49 42.58 106.8 149.66 0.1892 0.181 0.024 0.181 0.0020 3.587 7.843 0.200 3.080 3.080 3.587
-2320.54 -184.24 75.24 25.3 60.34 174.29 0.0310 0.266 0.020 0.266 0.0020 4.026 8.547 0.200 3.549 3.549 4.026
-190.7 -119.53 22.12 21.76 53.53 52.89 0.0453 0.176 0.038 0.176 0.0033 2.834 5.585 0.200 2.528 2.528 2.834
-189.81 -119.9 21.17 21.97 53.92 51.13 0.0454 0.168 0.038 0.168 0.0033 2.834 5.585 0.200 2.528 2.528 2.834
-1092.82 -731.01 37.3 24.77 55.29 84.03 0.1773 0.190 0.028 0.190 0.0038 2.380 4.619 0.200 2.116 2.116 2.380
-1021.21 -706.76 36.39 25.42 56.66 83.85 0.1714 0.185 0.028 0.185 0.0038 2.395 4.645 0.200 2.131 2.131 2.395
-1631.63 -1104.71 63.44 35.82 92.6 143.48 0.1461 0.038 0.022 0.038 0.0017 4.172 9.151 0.200 3.599 3.599 4.172

부재하중에 의한 비선형변수 선택

S2K에서 하중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엑셀을 이용한 비선형변수 산정 불가피

자동화 모듈

PERFORM 3D

ASCE 41

(a) Module for ground motion 

selection and scaling (Huang, 

2010)

(b)Module for non-linear 

property

Fig. 5 Automatic module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2.2 라메트릭 디자인 툴과 구조해석 로그램 연동

라메트릭 디자인 툴 기반의 StrAuto은 Fig. 3과 같이 

구조성능과 련된 매개변수들을 설정하여 다양한 비정형 

고층 로토타입 모델들을 구 할 수 있다. 특히, StrAuto

는 생성된 로토타입 모델들을 CSI의 구조해석 로그램인 

SAP2000과 자동으로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구조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Kim, 2011).

한 StrAuto에서 선정된 다양한 로토타입 모델은 

‘s2k’ 확장자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로그램인 SAP2000과 

연동이 될 뿐 아니라 ETABS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StrAuto는 라메트릭 모델과 구조해석의 연동을 통해 로

토타입 모델의 구조  성능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여 최 의 

안을 선정할 수 있다.

Fig. 3 Design optimization using StrAuto

2.3 구조해석 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 로그램 연동

내진성능평가를 해서는 StrAuto를 통한 최 안 선정 

결과와 비선형 내진성능평가 해석 로그램과의 연동이 필요

하다. 따라서 StrAuto와 SAP2000을 이용하여 부재설계 된 

건물을 비선형 내진성능평가 소 트웨어인 CSI의 Perform 

3D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즉, StrAuto를 

통해 선정된 최  안을 구조해석 로그램인 SAP2000에

서 “Perform 3D Structure” 형식으로 Perform 3D로 연동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Perform 

3D 모델링 일을 생성시킬 수 있다. 생성된 Perform 3D 

Structure 일은 Fig. 4와 같이 Perform 3D에서 연동할 

수 있다. 연동된 Perform3D 모델은 모델의 기하학  정보, 

단면정보, 재료 물성치, 하 , 건물 자  등이 연동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4 내진성능평가를 한 지진동 선·보정 자동화 모듈

Perform 3D를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해서

는 다양한 입력 사항들이 필요하다. 특히 내진성능평가를 

한 비선형 응답이력해석 시 실제 지진  선·보정이 요구된다. 

한 내진성능평가의 목 은 실제 지진력이 건물에 작용하

는 응답을 가장 근사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 지진력에 

한 가장 근사한 건물의 응답을 평가하기 해서는 비선형

응답이력(NLRH, Nonlinear Response History)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NLRH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지진  선·

보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진 의 선·보정과 부재의 비선형 특성 입력은 

내진성능평가 수행시간을 증 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업무

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해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Fig. 5(a)와 같이 지진  선·보정은 지진동 선·보정 자동화 

모듈을 이용하여 지진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데

이터를 이용하여 Perform 3D에서 NLRH 해석 시 필요한 

지진  데이터를 설정하게 된다.

2.5 비선형 특성 변수  성능기  자동생성 모듈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부재의 비선형 특성과 성능수 을 정

확히 설정해야 신뢰성 있는 건물의 응답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특성과 성능수 의 설정은 부재마다 개별 으

로 설정하여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비선형 특성과 

성능수 에서는 Fig. 5(b)와 같이 비선형 특성 변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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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K (b) Analysis model

Fig. 6 Structural analysis model of M-Tower

수  자동화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화 모듈은 각 비선

형 특성과 내진성능수 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으며, 데이

터를 Perform 3D에 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성능평

가 로세스에서는 지진   부재 성능 자동화 모듈의 효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진하  선정

내진설계와 련된 기 들은 건축구조기 에서 요한 부

분으로, 각국의 실정과 황에 맞추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건축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외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소속된 

국가나 건축물이 치한 국가별로 상이한 기 에 한 용

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에서

도 건축물이 치한 지역 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세워짐에 따라 기 의 용에 많은 고려사항들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합한 지진하  선정과정과 선정결과를 기술하 다. 

3.1 건물 개요

연구 상인 M타워는 몽골(Mongolia)의 수도 울란바토르

(Ulaanbaatar)에 세워진다. M타워는 높이 약 178m, 42

층 규모로 완공 시 몽골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정이

다. 한 M타워는 주거와 사무를 한 복합용도의 건물로, 

로젝트 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몽골지역의 추운 날씨와 그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코어벽과 철골 보-기둥 복합시

스템으로 설계 변경되었다. 특히 축력 항을 해 코어 벽

과 철골 모멘트 임이 사용되었고, 기 구조로는 일기

와 지지력기 가 사용되었다. 한 내진성능 향상을 해

철골부재들은 SN 강재로 설계되었다. 

3.2 내진설계 기  용

M타워가 건설되는 울란바토르지역은 지진에 하여 500

년 재 주기 0.2g의 지반가속도와 진도 8의 강진 지역에 해

당하는 내진설계기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 몽골기

은 16층 이하의 층 건물에 용 가능한 제한  기 으로 

본 로젝트와 같은 고층건축물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몽골 지에서는 M타워와 같이 비정형의 고층 건축

물에 한 유사 설계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상황과 로젝트에 합한 국제 공인 구조설계

기 을 용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언 한 울란바토르 지역

의 내진설계기 은 500년 재 주기를 사용하는 UBC97 

(1997)이다. 그러나 M타워 로젝트와 같이 비정형 고층 

건축물에서는 최신 기 인 IBC2006(2006)을 용하는 것

이 합하다.

3.3 지진하  선정 과정 

몽골 울란바토르의 지진 험도는 Seismic Hazard Analysis 

수행 없이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한 소

요비용  시간이 로젝트에 비해 과 하다. 따라서 합리

인 지진하  산정을 해서는 다양한 에서 종합 인 분

석이 필요하다. 지진하  산정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

하 다. 

울란바토르 지역이 IBC2006 지진재해도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SDS와 SD1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근방식을 고려하기 해 지진하  산정방법은 두 가지 방

식으로 검토하 다. 첫 번째 방식은, ASCE 41-06(2006)

의 재 주기에 따른 지반가속도 변환 방법에 따라 UBC97에

서 제시하는 500년 재 주기의 몽골 지역계수 0.2g에 1.6

배를 용하여 2400년 재 주기 유효가속도로 변환하고, 이

를 이용하여 SDS와 SD1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500

년 재 주기의 몽골 지역계수 0.2g를 실용 인 방식을 이용

하여 IBC2006 기 인 SDS와 SD1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UBC97과 US Army Corps of 

Engineers(1998)의 자료를 참고하여 SDS와 SD1 계수를 추

가로 각각 2.75  1.25로 고려하 다. 두 번째 방식은, 미

서부 지역의 500년 재 주기 지진 험도와 IBC2006의 SDS 

(2400년 재 주기의 2/3수 )가 동일하다는 개념을 바탕으

로 한 근방식이다. 

두 방식을 비교해 보면, SS와 S1 그리고 Sa 등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두 방식이 서로 동일하 으나, SDS, SD1 값의 차

이로 인해 결과 으로 설계응답스펙트럼이 서로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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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sign response acceleration spectrum 

Fig. 8 Three methods for transferring structural data 

(a) MIDAS Gen (b) Export to SDP

(c) Export to REVIT Structure (d) Export to SAP2000

Fig. 9 Method using BIM Tool

났다. 특히, 건물의 고유주기(5.72sec)에 해당하는 Sa값을 

비교 시, (산정방식 1의 Sa) / (산정방식 2의 Sa)=0.0769/ 

0.058=1.326으로 32.6% 차이가 발생하 다. 각각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은 Fig. 7와 같다.

분석결과를 토 로, 구조설계 기단계에서는 산정방식 1

로 구조설계를 진행하 다. 그러나 건축주와 시행사 그리고 

내진 문가들이 산정방식 1에 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산정

방식 2로 재설계되었다. 산정방식 2로 변경된 주된 원인은 

몽고지역이 강진지역이지만 해당 건축물이 치한 울란바토

르 지역의 지진 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

계과정  지진하  등의 설계변수 변경은 업무 효율성을 

하시켜 설계기간을 연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신속히 응하기 한 효율 인 내진설계 로세

스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4. 비선형해석 모델 생성  변환

본 연구에서는 MIDAS Gen을 통해 구조 설계한 몽골 M

타워 모델을 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로세스에 한 검증연

구를 진행하 다. 체 인 로세스는 Fig. 8과 같이 구조

설계, 지진력 항시스템 모델생성  SAP2000과의 연동, 

내진성능평가를 한 비선형해석 모델 생성(Perform3D 연

동) 순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지진력 항시스

템 모델과 SAP2000과의 효율 인 연동 MIDAS Gen을 통

한 직 변환, BIM Tool에 의한 변환, StrAuto에 의한 변환 

등을 비교분석한다.

4.1 MIDAS Gen에서 직 변환 

MIDAS Gen에서 지진력 항시스템 모델을 SAP2000과 

연동하기 해서는 내보내기(Export) 기능에서 DXF 일로 

내보내 SAP2000에서 요소별로 불러오기(Import) 해야 한

다. 치 정보만 연동되어 SAP2000에서 부재를 재생성하

며, MIDAS Gen에서 모델링 시 소요된 시간만큼 작업시간

이 요구되며 실제 구조설계자만 작업이 가능하다. 

4.2 BIM Tool에 의한 변환

BIM Tool에 의한 변환은 MIDAS Gen, SDP(김치경, 

2007), REVIT Structure, CSIxREVIT, ETABS 등의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변환과정은 Fig. 9와 같이 MIDAS 

Gen에서 mgt 일로 내보내기하고, 이를 SDP로 불러들여 

다시 REVIT Structure과 연동하기 한 SRT 일을 생성

한다. REVIT에서 SRT를 불러들이고, 이를 CSIxREVIT을 

통해 ETABS 일로 변환할 수 있다. ETABS에서는 치와 

부재정보 일부가 연동될 수 있다.

그러나 ETABS 일에서도 부재의 크기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ETABS에서 s2k로 내보내기 후 SAP2000에서 부재

를 변환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DXF 일 직 변환에 1/10정

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BIM Tool에 의한 변환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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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DAS→StrAuto (b) StrAuto→SAP2000

Fig. 10 Method using StrAuto

Fig. 11 Design parameter for optimization using StrAuto 

(a) Operation for design 

parameter in StrAuto

(b) Check design criteria 

using analysis results

Fig. 12 Design check according to design criteria 

using StrAuto

한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한 변환 시 부재정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별도로 부재를 재수정하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4.3 StrAuto에 의한 변환 

StrAuto에 의한 변환은 Fig. 10과 같이 MIDAS에서 

MGT 일을 내보내기 하고 StrAuto에서 Import 컴포런트

를 활용하여 SAP2000으로 연동할 수 있다. StrAuto에 의

한 변환은 치  부재 정보가 완벽히 연동된다. 한 소요

시간은 MIDAS에서의 직 변환 방법에 비하여 1/30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StrAuto를 통한 변환방법은 라메

트릭 Tool을 활용하여 최 안을 재생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래서 지진하 의 변화에 따른 구조설계변경에 탄력 으

로 응하기 해서 StrAuto를 이용해 다양한 안을 생성

하고 평가하 다. 평가항목은 아웃리거의 치, 콘크리트 코

어강도, 층부 회  각도를 변수로 설정하 다. StrAuto에

서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Galapagos를 활용하여 안

을 평가한 결과, 최 의 아웃리거 치, 코어강도, 회  각도

를 Fig. 11과 같이 선정하 다. 

이와 같이, 설계진행 의 지진하  변경  설계용도 변

경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StrAuto

를 이용한 기본 인 물량검토  설계최 안 설정방식은 

Fig. 12와 같이 구조설계에 있어 매우 효율 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StrAuto를 이

용할 경우 로그램 간의 원활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유한요소 툴로의 변환을 통해 다양한 구조 

검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4.4 비선형 해석모델 변환 방식 비교 

지진력 항시스템 모델과 SAP2000과의 연동은 Table 

2와 같이 MIDAS Gen을 통한 직 변환, BIM Tool에 의한 

변환, StrAuto에 의한 변환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MIDAS Gen에 의한 방법은 치정보만 연동되며 3주정

도 소요되며, BIM Tool에 의한 변환은 치정보와 부재정보

가 연동되고 3일이 소요되지만 다양한 소 트웨어가 필요하

고 별도로 부재를 재수정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StrAuto

에 의한 변환은 치, 부재, 일부 하 정보가 변환되며 3시

간에서 1일 이내의 소요시간이 걸리며 라메트릭 Tool과 연

동에 의한 최 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비선형해석 모델 변환 시 StrAuto에 의한 변환과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pproach
Transferable 

components
format Time Remarks

via 

AutoCad
Geometry DXF 3weeks

Need user’s hard 

working

via 

BIM Tool

Geometry,

Structural 

property

MGT->SDP

->SRT->RVT

->EXR->EDB

->s2k->SDB

3days

Need to various 

BIM tools and 

reproduce 

loading property

via 

StrAuto

Geometry,

Structural 

property,

Loads

MGT->GH

->SDB

3hours 

~ 1days

Most accurate 

and swift, but 

need expertise

Table 2 Evaluation of three Methods

5. 비선형 해석

5.1 비선형 모델 생성

탄성해석 시 사용했던 MIDAS Gen 모델을 StrAuto를 

이용하여 구조정보를 SAP2000을 경유하여 비선형 해석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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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am (b) Column

(c) Link beam (d) Shear wall

Fig. 13 Nonlinear model per main structural 

components

그램인 PERFORM 3D로 변환하 다. 이때 부재별 비선형

변수는 ASCE 41에 따라 생성모듈을 이용하여 자동 생성하

다. 

보는 FEMA Beam 타입을 용하 다(Computers & 

Structures Inc., 2006). 항복 모멘트와 소성모멘트 값을 

입력한 3선형으로 모델링하 으며, 항복여부를 검토하 고 

총180여개 타입의 보 부재에 비선형 특성 입력을 수행하 다.

기둥은 각 부재 FEMA Column 타입을 용하 으며

(Computers & Structures Inc., 2006), 축력과 모멘트

를 동시에 받는 부재로 가정(P-M-M)하여 지진하 에 의해 

항복선 넘어서는지에 한 여부를 검토하 고, 총 150여개 

타입의 기둥 부재에 비선형 특성을 입력하 다. 

링크빔(Link Beam)은 단변형으로 지배되는 것으로 가

정하 으며(Computers & Structures Inc., 2006), 부재 

길이가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 이 받침부로부터 부

재 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를 상으로 하 다. 

비선형 모델은 단힌지를 삽입하여 용하 으며, 하 지배

부재로서 공칭강도에 한 안 성을 검토하 다. 단벽은 

fiber모델을 용하 으며, 응력-변형율 모델은 Fig. 13(a)

와 같이 Kent & Park(1971) 콘크리트 비선형모델을 용

하 다. 철근은 Elastic Perfectly Plastic 모델을 용하

고, ASCE 41(2006)에 따라 압축변형율은 0.015, 인장변

형율은 0.05를 기 으로 검토하 다.

5.2 지진동 선정

응답이력해석에 용한 지진동은 상건물의 지반조건, 지

진의 규모, 설계응답스펙트럼을 고려하여 PEER(2012)에서 

선정하 으며, Fig. 14와 같이 지진동 보정모듈에 용하여 

2400년 재 주기 지진의 목표스펙트럼에 맞게 보정하 다.

Fig. 14 Ground motions matching to response spectrum 

for earthquake of return period of 2400 years

5.3 비선형응답이력(NLRH) 결과

층간변 비는 Fig. 15와 같이 Tall Building Initiative 

(TBI, 2010)의 MCE 수 의 지진에 한 허용층간변 비 

0.045이하 다. 한 H1보다 H2방향의 층간변 비가 더 

크며, 양방향 모두 아웃리거층에서 층간변 비가 감소하 다. 

TBI의 허용층간변 비의 경우, MCE 수 의 지진에 한 

고층건물의 평가지표이다. 그래서 일반 인 설계기 (0.01~ 

0.02)에 비해 TBI 제안 값이 약간 크게 제시하고 있다.

7개 지진 에 한 평균응답의 요구성능비(Demand Capa-

city Ratio, DCR)를 검토한 결과, 기둥과 보 모두 MCE 

수  지진 의 목표 수 인 붕괴방지 수 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벽과 아웃리거는 모두 탄성범 내의 DCR 

1 미만의 값을 보 다. 한 링크빔은 DCR이 1보다 최  

5.5배의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층부의 링크빔의 변형이 

심각함을 확인하 다.

NLRH 해석결과, 상건물의 내진성능은 체 으로 2400

년 재 주기 지진에 해 부재 DCR  층간변 가 목표수

인 붕괴방지 수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5 Story drift check

6. 결    론

건설 로젝트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설계도서의 변경요

청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로젝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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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당사자(국가, 기업, 개인) 간 의견차로 국내보다 더

욱 많은 변경요청이 발생한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에 처

하기 해서는 IT기술을 목한 산 랫폼과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필수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trAuto를 이용

한 산 랫폼을 실무 내진설계 로세스에 용하 다.

본 연구는 데이터연동 황조사, 지진하  선정, 비선형해

석을 수행하 다. 데이터연동 황조사는 산 랫폼을 이용

한 내진설계 로세스 개발을 해 라메트릭 디자인 툴과 구

조해석 로그램, 비선형 내진성능평가 해석 로그램의 연동

황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산 랫폼인 StrAuto를 통해 

다양한 안을 생성하고 최 안을 선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StrAuto에서 선정된 최  모델은 내진성능평가 로그램

인 Perform 3D와 연동됨을 확인하 다. 한 지진동 자동 선·보

정 모듈과 비선형 특성  성능수  자동생성 모듈을 이용하여 비

선형 내진성능평가 시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지진하 은 몽골지역 42층 건축물을 상으로 UBC, IBC 

코드 용하여 다양한 에서 분석하여 선정하 다. 특히 

상지역의 지진 황에 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내진 련 

규정도 미비하여 구조설계과정  지진하  선정방법이 변경

되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신속히 응하기 해 산 랫

폼을 이용한 내진설계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진성능평가 로세스는 구조설계, 지진력 항시스템 모

델생성  SAP2000과의 연동, 내진성능평가를 한 비선형

해석 모델 생성(Perform3D 연동) 순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진력 항시스템 모델과 SAP2000과의 효율 인 연동을 

해서 MIDAS Gen을 통한 직 변환, BIM Tool에 의한 

변환, StrAuto에 의한 변환 등을 비교분석하 다. 비교분석 

결과 StrAuto에 의한 변환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선형해석은 비선형해석 모델 변환  생성, 지진동 선

정, 비선형 응답이력 검토로 진행된다. 비선형 해석 모델 변

환  생성은 산 랫폼인 StrAuto를 사용하 다. 산

랫폼을 이용한 비선형 내진성능평가는 StrAuto를 이용해 비

선형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MIDAS로 부터 변환하 다. 한 

자동생성모듈을 통해 부재별 비선형변수  지진동 보정작업

을 신속하게 수행하 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체 으로 2400

년 재 주기 지진에 해 목표성능 붕괴방지 수 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 랫폼을 이용할 경우 

기존 방법에 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재까지 개발된 산 랫폼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를 구조설계에 재 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향후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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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비정형 고층 구조물은 골조 직교성이 해제되고, 형상이 복잡해 기존 설계방식보다 많은 문제 이 발생된다. 비정형성으

로 인한 문제 은 설계안을 지속 으로 변경시켜 로젝트의 효율성을 하시킨다. 한 해외 로젝트의 경우 해당업체 간 

혹은 해당국가 간 의견차로 국내보다 더욱 많은 변경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인 변경상황에 산 랫폼을 사용

할 경우 효율 으로 설계변경업무에 처할 수 있다. 라메트릭 기반의 산 랫폼인 StrAuto를 이용할 경우 최 의 구조

설계 안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다. 특히 StrAuto는 비선형 내진성능평가를 한 해석 툴 간의 신속한 모델링 연동도 효율

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  변경에 따른 산 랫폼을 이용한 내진성능평가 로세스를 재 구조설

계가 진행 인 몽골지역 최고층 빌딩 로젝트에 용하고 검증하려 한다. 

핵심용어 : 비정형 고층, 산 랫폼, 라메트릭, 비선형 내진성능평가, 최 화,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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