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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ilding design projects which are being proceeded nowadays pursue a complex and various shape of structures,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and regular shape of buildings. In this new trend of the architecture, there rises a demand of the research in the 

structural engineering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such complex-shaped buildings which disassembles the orthogonality of frames. 

As a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in a complex-shape, there frequently are inclined columns included in the 

structural frame. The inclined column causes extra axial force and bending moment at the beam-column connection so it is 

necessary to assess those effects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frame and the connection by experiment or analysis. However, 

with comparing to the studies on the normal beam-column connections, the inclined column connections have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beam-column connections having an inclined column using nonlinear and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In this paper, steel moment frames having inclined columns were analyzed by the nonlinear pushover 

analysis to check the global behavior and beam-column connection models were analyze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o check the 

buckling behavior and the fracture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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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정형 인 박스(box)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정형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 비정형 건축물

들은 국가와 지역의 상징 인 건물로서 자리하고 있다. 부

분의 비정형 골조들은 보와 기둥의 직교성을 해체시키기 

한 목 으로 인해 경사기둥을 포함한다. 한, 경사기둥의 경

사각에 따라 건축물의 비틀림이나 꺾임이 발생하며, 건물 형

상의 비정형성  건축  심미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정형 건축물의 다양한 골조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경사기둥의 빈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직기둥과 보

의 합부 연구에 비해 경사기둥을 포함한 보-기둥 합부의 

실험  해석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Kim et al., 

2011). 국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경사기둥-보 합부의 거동

에 하여 실험을 통해 기둥의 경사각에 따라 합부 내에서

의 균열 양상  괴 모드, 그리고 에 지 소산능력 등이 달

라짐을 보인 사례가 있다(Kwon et al., 2012). 반면에, 국

내외를 통틀어 아직까지 강구조 모멘트 합부에 한 경사기

둥 실험  해석 연구결과는 발표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그

리하여 기존의 강구조 모멘트 합부 해석모델을 기반으로 경

사기둥의 효과를 반 하여 성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사기둥으로 인해 모멘트 골조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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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transfer process between structural analysis and modeling softwares

추가 인 모멘트가 소성힌지의 분포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과 기둥이 기울어진 각도  방향에 따라 합부에서 보에 

기둥이 받는 축력의 일부가 보의 축 방향 힘(인장 혹은 압축)

으로 분배될 것이라는 에 착안하여 이러한 상을 반 한 골

조의 비선형 해석과 합부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1.2 연구방법

골조 비선형 해석의 경우, 미국의 SAC 로젝트에 사용되

었던 벤치마크 모델(Gupta et al., 1999)  LA 지역을 

상으로 설계된 20층 건물을 해석모델로써 사용하 다. 상 

건물의 모델링은 ETABS(CSI, 2005)를 사용하여 수행되었

고, 비선형 해석은 Perform-3D(CSI, 2011)에서 수행되었

으며, Pushover해석을 통해 경사기둥을 포함한 모멘트 골조

에 발생하는 소성힌지의 분포  골조의 성능곡선을 살펴보았

다. 보-기둥 합부의 유한요소해석은 ABAQUS(Simulia, 

2010)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상모델은 지난 2008년에 

수행되었던 SHN강재를 용한 특수모멘트 합부 인증시험

(Kim et al., 2008)에 사용된 실험체를 용하 다. 한, 

경사기둥을 포함한 합부의 해석에 앞서, 유한요소해석 결과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의 실험결과에 한 보정작업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해석에 필요한 경계조건과 하 조건, 그

리고 재료 비선형 특성 역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되

었으며, 해석의 결과로는 하 -변형 계도, 등가소성변형률, 

변형률 에 지 등이 산출하여 합부의 괴 잠재성  좌굴

거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구조해석 소 트웨어  3

차원 모델링 소 트웨어 간의 연동을 통해 해석 모델의 데이

터를 변환시켰으며, 이를 통해 각 로그램에서 새로이 모델

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배제시킴으로써 체 해석시간을 

단축하 다.

2. 경사기둥을 포함한 모멘트 골조의 비선형 해석

2.1 골조해석 상모델개요

본 연구에서는 미국 SAC Steel Project(Gupta et al., 

1999)에 사용된 LA의 20층 철골모멘트 골조 건물을 사용하

다. 본 상건물은 1994년 노스리지(Northridge) 지진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SAC 로젝트  철골모멘트 골조의 

비선형 해석을 해 개발되었다. 한, 본 상건물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설계 정보가 공개되어 해석모델로서의 신뢰도

가 높고, 모델링이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 해석모델로 사용되

었다. 상모델은 ETABS(CSI, 2005)를 사용하여 설계  

해석하 고, Fig. 2는 본 상모델의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상건물의 골조는 외주에 치한 거더와 기둥들만이 모멘트 

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외의 부재들은 단 합으로 연

결되어 있다.

본 건물은 노스리지 지진 이 의 모멘트 골조의 성능을 검

증하기 해 설계된 것으로서, UBC94(ICBO, 1994) 기

에 따라 력하 , 풍하 , 그리고 지진하  등이 설계에 반

되었다.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이며, 지반조건은 견고한 지

반으로 가정하 고, 반응수정계수(R)는 철골모멘트 골조에 

해당하는 12를 용하 다. 설계하 조합은 허용응력설계법

에 따라 용하 다.

UBC94(ICBO, 1994) 기 에 의한 탄성 해석결과, 최  

층간변 비는 H/400(0.0097)를 만족하는 0.0027로 나타

났으며, 보-기둥 합부에서의 모멘트 비를 검토한 결과, 강

기둥-약보 개념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건물에 해 재에 리 쓰이고 있는 ASCE7-10(ASCE, 

2010)기 의 지진하 을 용하여, 각 설계 단면이  기

에도 합함을 확인하 다. 

와 같이 경사기둥을 포함하지 않은 20층 건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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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model plan view

  

(a) LA20Normal (b) LA20ICI (c) LA20ICO

Fig. 3 Analysis model elevation view

Roof drift: 0.01 0.02 0.03

(a) LA20Normal

 

Roof drift: 0.01 0.02 0.03

(b) LA20ICI

Roof drift: 0.01 0.02 0.03

(c) LA20ICO

Fig. 5 Plastic hinge distribution of frames 

Fig. 4 Plastic hinge properties of lateral load resisting 

members

단면과 특성이 결정된 후, 비선형 해석에 사용될 경사기둥을 

포함한 모델들을 Fig. 3과 같이 경사기둥의 형태별로 정의하

다. 모델명의 경우, 정형인 건물을 LA20Normal, 경사기

둥이 안쪽으로 들어간 건물을 LA20ICI,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온 건물을 LA20ICO로 지칭하 다.

2.2 비선형 해석 차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성능평가를 해 비선형 정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 로그램은 Perform-3D(CSI, 2011)를 

이용하 다. Pushover 패턴은 FEMA222A(FEMA, 1995)

에 제시된 공식으로 정의하 고, Fig. 2와 Fig. 3의 NS 방향

으로 건물에 변 를 주었으며, 최  지붕층변 비는 0.05로 

지정하 다. 해석을 한 횡력 항 부재들의 비선형 속성(모멘

트-소성 회 각 계)은 Fig. 4와 같이 이선형 곡선의 형태로 

설정하 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항복 모멘트강도  

이후의 강성 는 기 강성 의 30%로 정의하 다(Gupta 

et al., 1999).

2.3 모멘트 골조 소성힌지 분포도 비교  분석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Fig. 5와 같이 각 모델 별로 모

멘트 골조에 발생하는 소성힌지의 분포를 지붕층변 별로 비

교할 수 있다.

Fig. 5와 같이, 경사기둥이 존재할 시 일반 모멘트 골조에 

비해 2층 혹은 3층의 기둥에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시 이 앞

당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성힌지의 분포는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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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ection Siz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SHN490

 Beam:

 H-612x202x13x23

 Column:

 H-414x405x18x28　

376.5 493.0 26.0

Table 1 Experiment specimen size and material properties

Fig. 6 Experiment specimen elevation

(Courtesy of Kim et al., 2008)

Story 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LA20ICI와 LA20ICO 모델 모두 기둥이 기울어짐으로 

인해 경사기둥의 상/하 합부에서 기둥 축력에 한 P- 

Delta 효과에 의한 모멘트가 추가 으로 발생하 고, 이 모

멘트는 경사기둥이 치한 층에서 보 부재들을 통해 달되

어 Fig. 5(b)  (c)와 같이 기둥에서 소성힌지가 보다 일  

발생하는 상이 나타났다. 특히, 기둥이 건물의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LA20ICO 모델의 경우, 바닥 층 부근의 면 이 넓

어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층부의 강성이 상 으로 높아

져 바닥 층보다 3층 이상의 보 부재들이 먼  항복하 다. 

반면에 LA20ICI 모델은 바닥 층 강성이 어들었기 때문에 

바닥기둥 하부가 먼  항복하 다. 

의 비선형 정 해석에 용된 가력 방향(NS)과 반 의 

방향(SN)으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의 경우, 모든 모델의 거

동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SN 방향으로 모델을 가력하면 횡

력에 의해 경사기둥에 인장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앞에서 가정하 던 기둥 축력에 의한 P-Delta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모델이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 경사기둥-보 모멘트 합부의 유한요소해석

3.1 합부 해석 상모델 개요

본 연구의 상으로 삼은 모델은 SHN강재를 용한 WUF- 

W(Welded Unreinforced Flange-Web) 합부의 성능 인

증 시험(Kim et al., 2008)에 사용된 실험체이다. Fig. 6

은 실험체의 세   상세를, Table 1은 본 실험체의 제원 

 재료 물성치를 나타낸다.

본 실험체는 AISC(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모멘트 

합부의 상세  성능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 기에 해석모델로 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보-기둥 합부 실험체의 물성치와 

상세를 유지하되, 상부 기둥의 각도를 변경하 을 때 합부

의 내진 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3.2 유한요소 모델링  결과 보정

보-기둥 합부의 유한요소해석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구조해석 소 트웨어인 ABAQUS(Simulia, 2010)를 

사용하 다. 비록 유한요소해석은 구조 엔지니어들과 연구자

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 해석 방법이지만, 해석의 성격상 결

과에 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해

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실험 데이터와 같은 확실한 값에 

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골 보-기둥 합부 실험(Kim 

et al., 2008)의 결과와 이를 참고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정하 으며, 이후 진행된 경사기둥-보 합부 해

석 결과에 한 신뢰도를 확보하 다. 

3.2.1 상 실험체 유한요소 모델링

상이 된 실험체의 유한요소 모델에는 실험 세 과 유사한 

경계조건  하  조건이 용되었다. 단, 반복가력으로 실험

을 했던 것과 달리, 해석에서는 단조재하에 의한 가력방법을 

사용하 다. 재료의 물성치는 실험체와 동등한 SHN490을 

용하 으며, 실험에 앞서 수행되었던 소재인장시험의 결과

를 통해 얻은 재료의 비선형 특성을 입력하 다. Fig. 7은 해

석에 반 된 SHN490강재의 응력-변형률 계곡선을 나타내

고 있다. 

해석 모델의 합 부분은 실험체의 합 방법이었던 WUF- 

W 합으로 가정하 다. 각 부재들의 용 부는 단의 발생

지 과 무 하여 별도로 물성치를 정의하지 않았고, 보와 기

둥이 일체 거동하도록 모델링하 다. 실험체의 용 근공은 

AISC(2010)로부터 제시된 상세를 참고하 으며, 용 근

공의 상세가 합부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구사례

(Ricles et al., 2000)를 참고하여 모델링에 반 하 다.

해석모델의 메쉬(mesh)는 기존 보-기둥 합부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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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model calibration result
Fig. 7 SHN490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8 Boundary and loading conditions for the finite 

element model

주로 사용되는 유한요소모델(El-Tawil et al., 1999)을 참

고하여 모두 3차원 요소를 용하 다. 메쉬 설정시 다소 복

잡한 부분인 용 근공의 이각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

(wedge)요소로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 체 해석모델은 직

육면체(brick)요소를 용하 다. 해석시간의 단축을 해 

직육면체 요소는 3차원 8  감차 분 요소(C3D8R)를 사

용하 다. 각 요소에서의 소성 변형률  응력 등의 효율

인 계산을 해서는 메쉬의 효과 인 분할이 요구되므로

(Ricles et al., 2000), 본 해석모델의 경우, 실험  응력

이 집 되어 단이 일어난 상부 랜지의 열 향부  용

근공 주 를 다른 부분에 비해 조 하게 분할하 다. 한, 

기둥  보 랜지의 메쉬 간격은 최소 4개로 분할하 다.

Fig. 8은 실험결과와의 보정에 사용된 해석모델의 입면을 

나타낸다.

3.2.2 해석-실험결과 비교  보정 

실험결과에 따르면, 상 실험체는 AISC(2010)로부터 제

시된 특수모멘트 합부 성능 기 인 0.04rad 이상의 층간

변 각을 발휘한 뒤 약 0.05rad의 층간변 각에 도달한 후 

상부 랜지에 단이 발생하 다(Kim et al., 2008). 

0.04rad의 층간변 각까지 보의 모멘트강도는 최 모멘트강

도의 85%수 으로 유지하 다. 한, 랜지에서 국부 좌굴

이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다.

해석모델은 실험과 유사한 조건으로서 보의 단부에 력방

향으로 변 제어를 이용해 가력하 다. 유한요소해석은 비선

형해석 알고리즘인 Riks 방법(Simulia, 2010)을 용하

고, 보의 횡좌굴  랜지 국부과굴 모드를 반 하기 해 

고유치해석을 선행하 다. 

Fig. 9에 나타난 모멘트-층간변 각 계도와 같이, 유한

요소해석 결과는 실제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해석은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하 다.

3.3 경사기둥-보 합부 상 해석결과  해석방법

3.3.1 상 해석결과

경사기둥을 포함한 모멘트 골조의 탄성해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사기둥이 포함된 보-기둥 합부의 경우, 기둥으로부

터 분배된 축력이 보에 수평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보

의 수평력은 경사기둥의 기울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보

-기둥 합부의 성능에 몇 가지 방법으로 향을 미칠 수 있

다. 첫째, 보에 작용하는 축력으로 인해 보의 웨 와 랜지

가 추가 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층간

변 각이 발생할 시, 보 부재는 기둥이 수직일 때보다 큰 소

성 변형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일  항복이 발생하거나 

단에 한 잠재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보에 추가된 축력

에 의해 발생한 응력은 보의 휨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을 증폭시키거나 감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좌굴의 

발생 시 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들을 검증하기 하여, 경사기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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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ssumptions on the beam axial stress

Fig. 11 An example of initial stress application

(a) BC-T (b) BC-C (c) BC-N

Fig. 12 Types of the finite element models 

Model Force direction Beam axial stress

BC-T-10
Tension

10% 

BC-T-20 20% 

BC-C-10
Compression

10% 

BC-C-20 20% 

BC-N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Table 2 Variables and conditions of the analysis 

합부의 해석을 통해 소성 변형률의 분포와 모멘트-층간변

각 계 곡선을 살펴보았다.

3.3.2 해석방법

경사기둥을 포함한 보-기둥 합부에서는 기둥의 수평분력

으로 인해 보에 축력이 작용한다. 그러나 슬래 의 구속효과

로 인해 축력이 보에 미치는 향력은 극히 어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둥과 하는 면의 근처의 일부 구간에서 축 

방향 응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 고, Fig. 10  

Fig. 11과 같이 이를 향 구간 내에서 작용하는 기 응력

으로 용하여 해석에 반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향 구간

을 보 춤의 반으로 가정하 고, 향구간 외의 범 에 있는 

수평분력은 슬래 의 구속으로 인해 상쇄된다고 가정하 다.

보의 단부는 력방향으로 약 190mm까지 변 제어로 가

력하 으며, 이는 층간변 각 0.05rad에 해당한다. 해석  

좌굴에 의한 강도의 감을 고려하기 해 고유치해석을 통

해 얻은 상좌굴모드를 해석모델에 반 하 다. 해석방법은 

정 해석으로 진행되었고, 비선형 알고리즘은 불안정성에 의

한 강도 감  손실을 반 하기에 합한 Riks방법

(Simulia, 2010)을 용하 다.

3.3.3 해석모델 유형  변수

본 연구에서는 Fig. 1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보-기둥 

합부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12에서 볼 수 있

듯이, 각 모델은 기둥이 경사진 방향 혹은 경사각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다. 한, 각 경사기둥의 형태에 따라 보에 작

용하는 추가 인 축 방향 응력의 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반

하여 각각 BC-T, BC-C, 그리고 BC-N으로 명명되었다. 경

사기둥에 합된 보는 기둥의 경사각에 따라 추가 으로 받

는 축응력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본 해석에서는 이를 변수로 

두고 해석을 수행하 다. 단, 경사기둥에 직  하 을 재하하

는 데에는 경계조건 가정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보에 작용하는 기응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으

로 경사기둥의 효과를 반 하 다. Table 2는 각 모델별 변

수를 나타낸다. 각 모델에 용된 보 항복강도()의 10% 

 20% 크기의 힘은 각각 기둥이 력방향 축으로부터 5.7°

와 11.5° 만큼 기울어졌을 때 보에 작용하는 축력 크기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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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ment-drift angle between BC-N and BC-T (b) Moment-drift angle between BC-N and BC-C 

Fig. 13 Comparison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3.4 해석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의 목 은 경사기둥 축력의 수평 

분력이 보에 작용할 시에 나타나는 합부 성능변화를 분석

하는 것이며, 특히, 보-기둥 합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

의 잠재성과 좌굴의 발생 시 에 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해 ABAQUS(Simulia, 2010)를 사용한 해석을 

통해 보의 상부 랜지에서 단이 측되는 부분의 등가소

성변형률(PEEQ) 변화 양상과 기둥면 모멘트-층간변 각 

계도 상에서의 강도 감 양상을 살펴보았다. 

3.4.1 좌굴 거동 비교  분석

기둥에 합된 보의 좌굴 거동을 살펴보기 해, 본 연구

에서는 해석을 통해 얻은 모멘트-층간변 각 계도를 살펴

보았다.

단부에 작용하는 변 제어하 에 의해 보는 휨을 받게 되

고, 보의 강축을 기 으로 상부는 인장 응력을, 하부는 압축 

응력을 받게 된다. 한, 경사기둥의 축력이 트러스 거동에 

의해 분배되면서 발생한 보의 추가 인 축 방향 응력(인장 

혹은 압축)은 기둥의 경사각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경사

진 방향에 따라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결정된다. 이러한 

추가 인 축 방향 응력은 휨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도 있다. 특히, 보 랜지 혹은 웨

에 좌굴을 유발하는 압축응력은 기둥의 경사 방향과 각도

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보에 발생하는 

국부 좌굴 혹은 횡 좌굴의 시 을 진시키거나 지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의 강도 감 상이 발생하는 시 을 

악함으로써 보의 좌굴이 발생하는 시 을 비교하 다. 

Fig. 13은 기둥면에서의 휨 모멘트와 보 단부의 처짐을 기

둥 심선으로부터 보의 단부까지의 거리로 나  값인 층간

변 각의 계도를 나타낸다. Fig. 13(a)  (b)는 각각 경

사기둥 축력의 분력에 의한 보의 축 방향 응력이 인장일 때

와 압축일 때의 거동을 나타낸다. 각 그래 에는 보 항복응

력의 10%  20%에 해당하는 크기의 축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한 곡선이 포함되어 있다. 

Fig. 13(a)와 같이 경사기둥 축력의 분력이 인장력으로 

작용할 경우, 그 크기만큼 보의 하부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

의 크기가 일부 상쇄되므로, 좌굴의 발생을 해 필요한 휨 

압축 응력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로 기둥에 의한 

축 응력이 커질수록 보-기둥 합부의 강도가 감되기 시작

하는 시 이  지연된다. Fig. 13(b)는 경사기둥 축력의 

분력이 압축인 경우로, 경사기둥의 각도가 커질수록 보의 하

부에 작용하는 휨 압축 응력이 증 되어 좌굴이 보다 일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Fig. 13(a)와 (b)에서는 공통 으로 경사기둥의 방향에 

상 없이 각도가 커질수록 강성이 기에 감소하면서 비선형 

구간으로 이되는 시 이 다소 앞당겨지고 있다. 이는 경사

기둥 축력의 분력이 방향에 계없이 보 응력의 크기를 증폭

시키기 때문에, 보의 최  응력이 보다 빨리 항복강도에 도

달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3.4.2 단 잠재성 비교  분석

3.4.2.1 등가소성변형률을 통한 단 잠재성 비교

기존 SAC 연구보고서에서는 등가소성변형률(PEEQ)과 

단 지수(Rupture Index, RI)의 계를 소개하 고, 이를 보

-기둥 합부의 유한요소해석에 반 하 다(El-Tawil et al., 

1998). PEEQ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RI 

값은 식 (2)로부터 구한 연성 단변형률(Hancock et al., 

1976)을 사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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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EQ-drift angle relationship

Fig. 15 Normalized RI-drift angle relationship

 





 
 (1)

 


 (2)




(3)


   : 소성 변형률

  : 연성 단 변형률

  : 항복 변형률

 : 등방응력(hydrostatic stress)

: 유효응력(effective stress, or Von Mises stress)

본 연구에서도 PEEQ 값을 산출하여 실험결과(Kim et 

al., 2008)로부터 알아낸 보 상부 랜지의 상 단 부분에

서의 단 잠재성을 각 모델 별로 비교하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사기둥으로부터 보에 달된 

축력은 보의 웨 와 랜지에 추가 인 변형률을 발생시키므

로, 그에 따라 변형률이 집 되는 부분에서의 소성 변형률 

역시 증폭되어 단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

기둥 합부가 동일한 층각변 각을 발 했을 경우 기둥의 

경사각이 클수록 응력집 부에서의 PEEQ 값이 증가할 것으

로 상되었다.

Fig. 14는 각 해석모델의 보 상부 랜지에 발생한 응력

집 부의 PEEQ 값을 층간변 각의 변화에 따라 도시한 그

래 이다. Fig. 14와 같이 경사기둥에 의해 보에 축 인장응

력이 추가 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수직기둥-보 합부보다 

더 큰 소성 변형률이 발생하 고, 압축응력이 작용한 경우에

는 더 작은 크기의 소성 변형률이 발생하 다. 따라서 경사

기둥에 의한 축력의 방향에 따라 보의 단면에 작용하는 휨 

인장응력의 크기가 상쇄되거나 증폭됨을 알 수 있다. 한, 

경사기둥의 경사각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15는 의 방법으로 얻은 PEEQ를 바탕으로 식 (3)

을 사용하여 산출한 각 모델의 RI 값을 BC-N 모델에 하

여 정규화한 그래 이다. 상 실험체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약 0.05rad의 층간변 각이 발생했을 때 단이 발생하 으

므로(Kim et al., 2008), 이때의 BC-N 모델의 RI 값을 1

로 정의하 다. Fig. 15와 같이 경사기둥으로부터 달된 축

력이 보에 작용함에 따라 RI 값이 변경되었다. 특히, BC- 

T-20 모델은 BC-N 모델보다 0.015rad 만큼 앞당겨진 

0.035rad에서 RI 값이 1에 도달하 고, BC-C-20 모델은 

0.05rad에서도 0.8 미만의 RI 값을 나타냈다. 즉, 각 모델

들이 동일한 층간변 각을 나타낼 시에 BC-T-20의 상

단시 이 가장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BC-C 모델들은 강

도 감이 이르게 나타나는 신 단의 험성은 낮아질 것

으로 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철골모멘트 골조에 경사기둥이 포함될 

시 발생할 것으로 측되는 상, 즉, 모멘트 골조의 소성힌

지 분포도의 변화와 보-기둥 합부의 단 잠재성  좌굴 

거동의 변화 등을 산구조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었다.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경사기둥을 포함한 철골모멘트 골

조의 소성힌지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사기둥으로 인해 합

부에서 기둥에 추가 인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부재보

다 기둥부재에 소성힌지가 먼  생성되는 층이 발생하는 것

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모멘트 골조가 soft story의 발

생 험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골조의 비선형 해석결과, 기존의 정형 골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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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를 수행할 때보다 보수 인 강 기둥-약 보 개념을 

용해서 설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이를 통해 경

사기둥의 기울기에 따른 기둥 모멘트 증폭계수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기둥 합부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경사기둥

으로부터 달된 보의 축력으로 인해 보의 좌굴 발생 시 이 

향을 받으며, 보의 인장 변형률이 집 되는 지 의 단 

잠재성이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경사기둥

이 각각의 상에 미치는 향력은 경사각의 크기에 따라 증

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을 보 다.

따라서 경사기둥에 연결된 보의 랜지 국부좌굴  횡비틀

림 좌굴을 고려할 시에는 축 방향 응력의 향을 반 한 감

계수 혹은 증폭계수를 설계에 반 할 필요가 있다. 한, 경사

기둥으로 인해 보가 추가 으로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에는 경

사각 크기의 변화에 따라 합면에서 보 부재의 단의 조기 

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축구조설계기 (AIK, 2010)에 

규정된 특수모멘트 골조 등의 경사기둥-보 합부 설계에는 이

를 고려하여 성능을 인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

제번호# 09 첨단도시A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2010) Prequalified Connections for Special and 

Intermediate Steel Moment Frames for Seismic 

Applications, AISC, Chicago, IL, p.158.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2010) ASCE/SEI 7-10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 and Other Structures, ASCE, Reston, VA, 

p.608.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 (2010) 

Korean Building Code 2009 (KBC 2009), AIK, 

Seoul, p.772.

Computers and Structures, Inc. (CSI) (2005) 

ETABS Integrated Building Design Software User's 

Guide, CSI, Berkeley, CA, p.78.

Computers and Structures, Inc. (CSI) (2011) 

Perform 3D Nonlinear Analysis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3D Structures User Guide Version 

5, CSI, Berkeley, CA, p.333.

El-Tawil, S., Mikesell, T., Vidarsson, E. and 

Kunnath, S. K. (1998) Strength and Ductility of 

FR Welded-Bolted Connections, SAC Joint Venture, 

Report No. SAC/BD-98/01, Sacramento, CA, p.135.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1995) NEHRP Recommended Provisions for Seismic 

Regulations for New Buildings, Part 1, Provisions, 

FEMA-222A, FEMA, Washington, DC, p.290.

Gupta, A., Krawinkler, H. (1999) Seismic Demand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Steel Moment Resis-

ting Frame Structures, The John A. Blume Earth-

quake Engineering Center, Report No.132, p.368.

Hancock, J.W., Mackenzie, A.C. (1976) On the 

Mechanism of Ductile Failure in High-Strength Steels 

Subjected to Multi-Axial Stress States, Journal of 

Mech, Phys. Solids, 24, pp.147 ~16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 

(ICBO) (1994) Uniform Building Code 1994, 2, ICBO, 

Whittier, CA, p.1339.

Kim, Y., Kim, S., Kim, T. (2011) Analytical Study on 

Structural Behavior of Beam-column Connections 

with Inclined Columns, Proceeding of the 22nd Annual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pp.141~142.

Kim, T., Park, J.W., Cho, J. H., Kim, H.D. (2008)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Welded Beam- 

Column Connections Fabricated with SHN Steel 

Sec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

truction, 20(6), pp.829~838.

Kwon, G., Park, J., Yoon, S., Kim, T., Lee, J. 

(2012)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Inclined 

Column-Beam Joints,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24(2), pp.147~156.

Ricles, J.M., Mao, C. Lu, L.-W., Fisher, J.W. 

(200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mproved 

Details for Ductile Welded Unreinforced Flnage 

Connections, Report No.SAC/BD-00/24, SAC Joint 

Venture, Sacramento, CA, p.430.

Simulia (2010) ABAQUS 6.11 Analysis Manual, 2, 

Dassault Systèmes, Simulia Corp., Providence, RI, 

p.1349.



경사기둥을 포함한 철골모멘트 골조  합부의 성능평가

182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3호(2013.6)

요  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축 로젝트는 기존의 정형 인 구조계획에서 벗어나 차 복합 이고 다양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새로운 건축 트 드 속에서, 비정형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을 효율 으로 실화하여 골조의 직교성을 해체시

키는 기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비정형 건축물의 요한 구조  특징  하나로 경사기둥의 빈번한 용

을 들 수 있다. 경사기둥은 합된 보에 추가 으로 모멘트와 축력을 달하므로, 이러한 상이 골조  보-기둥 합부의 

거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혹은 해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직기둥-보 합부에 비하면 경사기

둥-보 합부에 한 연구는 재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해석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경사기둥을 포함한 보-기둥 합부의 성능을 평가하 다. 경사기둥을 포함한 철골모멘트 골조의 

비선형정 해석을 통하여 골조 체의 거동을 분석하 고, 경사기둥-보 합부 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좌굴거동  취

성 단 잠재성을 검토하 다.

핵심용어 : 비정형, 경사기둥, 유한요소해석, 강구조, 합부, 철골모멘트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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