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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uncertain material constant on the nonlinear behavior of steel frames with semi-rigid joints are 

examined. As to the probabilistic model, a normal distribution is assumed to simulate the uncertain elastic modulus of steel material. 

A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program, which can consider both semi-rigidity in joints of the steel frames and uncertainty in the 

material constant, is developed. Including the geometric, material and connection nonlinearites which are the parameters of nonlinear 

behavior of steel frames, probabilistic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 Monte-Carlo simulation. In the probabilistic analyses, we 

consider the three different cases for random variables. The deterministic analysis results are shown to be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in the literature. As to the probabilistic analyses, it is observed tha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COV) of displacements increases as the loading increases, and that the values of COV are dependent o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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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임의 설계/해석 시 해석시간, 편의 등의 이유로 

합부를 강 합(rigid connection) 혹은 핀 합(pin connec-

tion)으로 이상화하여 설계/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설계/해석이라 할 수 없으며, 해석결과 한 실제 구조

물의 거동과 차이가 있다. 재 컴퓨터의 고성능화와 소 트웨

어의 개발, 기술력 향상 등으로 반강  합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반강  합부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Kang, 

1998; Kim, 1997). 반강  합부의 특성을 이용하면 구조 

부재의 강도  강성도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골조 

자체의 안 성을 확보해 주며 부재조립 방법을 단순화시키고 

시공오차에 한 조정이 용이하다. 한 합부의 시공이 간편

하며 품질 리가 용이하고 에 지 흡수 능력이 크며 효율 인 

설계가 가능하다(Kang, 1998). 하지만 이러한 반강  합부 

설계/해석 방법은 실험값에 의한 것이며, 실험식의 종류와 사용

된 변수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반강 된 

임의 비선형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확률  해석

을 더하여, 재료탄성계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 거동에 한 확률  거동은 그 연구

결과가 매우 제한 이며 부분 몬테카를로 해석을 통한 확률

해석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Papadopoulos et al., 2013).

2. 철골구조의 비선형성

이 장에서는 반강  임 구조의 해석에 필요한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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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bending coefficients against tensile 

and compressive axial force(Chen et al., 2000)

Fig. 2 Normalized axial force-strain relationship

(Chen et al., 1992)

 
Compression Tension

   

0.0 0.0 4.0 2.0 4.0 2.0

1.0 0.1013 3.8649  2.0344 4.1316 1.9677

2.0 0.4053 3.4361  2.1519 4.5076 1.8815

3.0 0.9119 2.6242  2.4115 5.0809 1.7665

4.0 1.6211 1.1731  3.0037 5.7968 1.6476

5.0 2.5330  -1.9087  4.7845 6.6085 1.5406

6.0 3.6476 -20.6379 21.4544 7.4816 1.4518

Table 1 Stability Function(at    )

(Chen et al., 1987)

 비선형, 재료  비선형, 합부의 비선형에 해 소개하고

자 한다.

2.1 기하학  비선형 고려방법

기하학  비선형을 고려하기 하여 안정함수를 사용하

다. 안정함수란 축 방향력에 의하여 휨 강성이 감소하는 향

을 고려하는 함수로써 부재를 하나 혹은 두 개의 요소로 이상

화하여 기하학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다(Ki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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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정함수(좌굴함수)라 하며,  는 

부재 양단 에서의 작용하는 단 (미소) 휨 모멘트, 축력

이며  는 단 (미소) 회 각  축 방향 수축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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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며, 0에서 인장(tension)을 

의미하며 의 값에 따라 Table 1과 Fig. 1에서와 같은 , 

값을 보인다. Table 1에서의 는 오일러 좌굴하 (Euler 

buckling load)이라 하며  


이다.

2.2 재료  비선형 고려방법

잔류응력을 가진 부재가 축 방향력에 의하여 진 으로 항

복하는 것을 고려하기 하여 CRC(Column Research 

Council) 선탄성계수를 사용한다. 단면의 탄성감소를 고려

하기 해 단면 2차 모멘트 신에 탄성계수를 감소시켜, 다음

과 같은 축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Chen et al., 1992).

    ≤  (4a)

  

 
     (4b)

Fig. 2와 식 (4)에서 보듯이 선탄성계수는  0.5

에서는 진  소성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축 방향력과 모

멘트를 받는 부재의 진  소성을 나타내기엔 부 합하다. 

따라서 탄성강성에서 완  소성강성까지의 진  변화를 

나타내기 하여 연화소성힌지를 사용한다. 연화소성힌지는 



김 ․노 천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3호(2013.6) 193

Fig. 3 Element stiffness degradation function

(Chen et al., 1992)

Fig. 4 Two-surface stiffness degradation model for 

refined plastic-hinge analysis(Chen et al., 1992)

Fig. 5 Moment-Rotation behavior of connections

Fig. 3과 같은 포물선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부재력의 함수로서 Fig. 4와 같이 나타나며 AISC- 

LRFD에 규정식된 식 (5)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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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여기서, 는 AISC-LRFD 보-기둥에서의 항 계수(Resis-

tance Factor), 는 항복상태에서의 축력, 는 소성 굽힘 

모멘트를 의미하며, 술된 내용을 종합하면, 식 (6)과 같은 비선

형 비탄성을 고려하는 힘-변  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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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부의 비선형 고려방법

반강  합부는 많은 실험 자료들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Kishi와 Chen이 제안한 “Three Parameter Power Model”

을 사용하 다. 세 가지 인자(three parameter)는 합부의 

기강성(, initial connection stiffness), 극한강도(, 

ultimate moment), 형상계수(, shape parameter) 등이다.

Power Model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Kishi et al., 

1990).







(7)

식 (7)에서,   ,  (소성회  기  각), 

은 임의의 회 각을 나타낸다.

Fig. 5에서 합부에 하 이 재하되면 임의의 회 각 

에서 합부의 선강성 를 식 (8a)로 구할 수 있다.

   








(8a)

합부에 하 이 제거되면 선강성은 식 (8b)와 같이 되

며, 이는 기강성과 일치한다.

   





 (8b)

Fig. 6과 같이 회 스 링으로 인한 증분 회 각  ,

는 다음과 같다.

 


  


(9a, 9b)

Elastic-Plastic 힌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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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ame element with end connections

(Chen et al., 1992)

이고, 요소에서의 소성효과 때문에 진  강성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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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로 고려되어 진다. 식 (6)에 식 (9)를 추가하면 

는 다음과 같다(Chen,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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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14)


   







  (15)


  

 (16)

  
 

 
 








(17)

3. 확률론  비선형해석

3.1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료, 기하  반강 에 의한 비선형성을 고

려한 철골조에 한 확률론  비선형 해석을 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 다. 이를 하여 불확실 인수인 

재료탄성계수에 한 난수(random number)를 생성해야 하

며, 생성된 난수를 비선형해석 로그램에 용하여 해석을 수

행한다.

재료탄성계수에 한 확률변수의 확률 도는 정규분포로 

가정하 고,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는 

0.1로 가정하 다. 일반 으로 재료탄성계수는 Log-Normal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변동계수가 0.1정도의 낮

은 수 인 경우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Noh et al., 

2011). 확률변수의 통계  특성치는 앙상블의 개념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확률변수의 평균(0)과 표 편차(0.1)은 개

별 구조계 내에서의 통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 확률변수의 생성

재료탄성계수에 한 확률변수는 모두 세 가지의 형태로 

생성하고 해석에 용하 다. 경우 1: 구조내의 재료탄성계

수가 치좌표와 무 하게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 경우 

2: 재료탄성계수가 공간상의 치좌표별로 독립  정규분포

로 모델링되는 경우, 경우 3: 재료탄성계수가 구조 내 특정 

두 에서 상호 상 계를 가지는 정규분포로 모델링되는 

경우 등이다. 공간  불확실성을 가지는 재료탄성계수는 

로 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추계장함수 

를 평균 0, 표 편차 0.1인 난수로 생성하게 된다. 경우 

1은 ‘상수’인 상태이며, 경우 2와 3은 가 치좌표 

의 함수 로 생성된다. 특히, 경우 3은  ≠인 두  

에서의 두 값이 상 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우 

3에 한 난수발생은 통계학  처리 기법을 이용하 다

(Yamazaki et al., 1990). 각 경우에서 사용한 표본의 수

는 각 경우에 하여 ×, 그리고 × ×이다. 

여기서, 은 경우 1에서의 표본 수로서 2층 1격간 구조에는 

1,800개, 4층 2격간 구조에 해서는 3,600개를 사용하

다. 는 모델내의 요소 수, 는 통계학  처리 기법이 

요구하는 상수로 5를 사용하 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생성한 난수가 이론  정규분포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CDF는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의미한다.

Fig. 7 PDF-CDF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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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검증

4.1 제  해석과정

4.1.1 제

Fig. 8, 9와 같이 100kips, 10kips의 집 하 을 받는 2

층 1격간 임과 0.9kips/ft(3.5kips), 1.8kips/ft(7.0 

kips)의 등분포하 (수평하 )을 받는 4층 2격간 임을 

제로 선정하 다. 부재는 A36의 W-Section 재원을 이용하

다(Kim et al., 2001).

Fig. 8 A Two-Story and One-Bay Frame

Fig. 9 A Four-Story and Two-Bay Frame

4.1.2 해석과정

개발된 로그램의 흐름도는 Fig. 10과 같으며 2층 1격간 

임과 4층 2격간 임에 하여 3.2 에서 기술한 세 

경우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Fig. 10 Flow diagram

4.2 검증

개발된 비선형 해석 로그램으로 반강 을 고려한 임 

구조에 한 확정론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2, 3에 나타내었다. Tabl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주고 있으며, 반강 에 의한 결과는 강 에 비해 횡 변

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Joint
Rigid

(in)

Semi-Rigid(in)

B1 Factor 

Method

King & 

Chen

An other 

program

This 

analysis

3 1.011 2.02 1.85 1.877 1.88

5 1.509 3.26 2.95 3.038 3.04

Table 2 lateral displacements of A Two-Story and 

One-Bay Frame at nodal

Joint
Rigid

(in)

Semi-Rigid(in)

B1 Factor 

Method

King & 

Chen

An other 

program

This 

analysis

 4 0.26 0.40 0.30 0.31 0.36

 7 0.63 1.07 0.77 0.78 0.93

10 0.90 1.61 1.12 1.26 1.32

13 1.04 1.95 1.33 1.34 1.51

Table 3 lateral displacements of A Four-Story and 

Two-Bay Frame at nodal

4.3 해석결과

4.3.1 2층 1격간 임

2층 1격간 임의 해석결과 하 증가에 따른 평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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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kips)

CASE 1 COV(%) CASE 2 COV(%)

Joint 10 Joint 13 Joint 10 Joint 13

10 7.04 7.09 2.01 1.94

20 7.10 7.13 2.02 1.96

30 7.16 7.20 2.04 1.98

40 7.25 7.28 2.07 2.00

50 7.36 7.38 2.10 2.03

60 7.50 7.51 2.13 2.07

70 7.68 7.68 2.18 2.11

Table 5 COV in the nodal displacement for case 1, 2 

with respect to increase of loads

Fig. 13 A Four-Story and Two-Bay Frame Load-Average 

displacement relation(at case 1, 2)

Fig. 14 Coefficient of variation according to correlation 

distance(at load 70kips)

Fig. 11 A Two-Story and One-Bay Frame Load-Average 

displacement relation(at case 1, 2)

Load

(kips)

CASE 1 COV(%) CASE 2 COV(%)

Joint 3 Joint 5 Joint 3 Joint 5

10  6.71  6.68 3.88 3.96

20  6.96  6.97 4.08 4.14

30  7.48  7.37 4.46 4.47

40  8.55  8.32 5.22 5.13

50 11.20 10.60 7.01 6.68

Table 4 COV in the nodal displacement for case 1, 2 

with respect to increase of loads

Fig. 12 Coefficient of variation according to correlation 

distance(at load 50kips)

와 변동계수를 Fig. 11  Table 4에 나타내었다. Fig.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우 1과 경우 2의  별 평균 변

는 일치하는데 반해 변동계수는 각 경우별로 에 계없

이 상호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 4에서 보듯 

하 에 따른 변동계수는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경우 1이 경우 2보다 약 60∼70% 크게 나타났다. 경우 

3에서는 Fig. 12에 보인 바와 같이 상 거리(Correlation 

Distance) D의 증가에 따라 변동계수가 S형태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최 치는 →∞에서 11% 정도로 나타

났다. Fig. 12는 하  50kips에서의 결과이다.

4.3.2 4층 2격간 임

4층 2격간 임의 해석결과 하 증가에 따른 평균 변  

와 변동계수를 Fig. 13과 Table 5에 나타내었다. 2층 1격간 

임과 마찬가지로  별 평균 변  값은 일치하는데 반

해 변동계수는 각 경우별로 에 계없이 상호 근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경우 1이 경우 2보다 약 350% 높게 나타났

으며 하 에 따른 변동계수의 변화는 비선형  증가를 보이지

만 2층 1격간 구조에 비하여 비선형성은 게 나타났다. 경우 

3에서는 Fig. 14에 보인 바와 같이 상 거리(Correlation 

Distance)의 증가에 따라 변동계수가 S형태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최 치는 →∞에서 약 7%정도로 나타났

다. Fig. 14는 하  70kips에서의 결과이다.

4.4 결과검토

Table 4와 Fig. 12, 그리고 Table 5와 Fig. 14를 비교

하여 찰하면 용한 확률변수의 형태(경우 1, 2, 3)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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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V in increase of load on A Two-Story One-Bay 

Frame and A Four-Story and Two-Bay Frame

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Fig. 12와 14는 각각 2층 1격간 

임과 4층 2격간 임에 한 해석결과로 각각 Table 

4와 5에 제시된 최 하 (50kips와 70kips)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  2층 1격간 임에서는 경우 1과 상응

하는 경우 3의 변동계수 값은 상 거리 ∞에 해당하며 

그 값은 약 11%이다. 경우 2에 해서는 경우 2의 약 7%

에 해당하는 변동계수는 경우 3에서는 ≈10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부재별로 독립 으로 생성된 개로 구성되

는 추계장이 상 거리 ≈10의 경우에 해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층 2격간 임에 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우 1에서 P=70kips에서의 변동계수

는 COV≈7.7%이며 이는 경우 3에서 →∞에 해당하며, 

동일 하 에서 경우 2에서의 변동계수는 경우 3에서의 ≈

10에서의 값과 유사하다.

Fig. 15는 두 제에서 하 증가에 따른 별 변동계수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하 과 변동계수의 계는 비선형  증가 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 2층 1격간 임이 증가율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두 제에서 경향이 다른 이유는 Fig. 11과 13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층 1격간 임의 경우 경

계가 힌지로 지지되어 있어, 고정 지지된 4층 2격간 임

에 비하여 비선형 거동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률

론  선형해석에 따르면 하 의 크기는 변 의 분산계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하 의  크기와 계없이 

선형거동에서는 변 의 분산이 재료상수의 임의성에 의해서

만 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ig. 13의 4층 2격간 

임의 경우 그 거동이 2층 1격간 임에 비하여 선형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변 의 분산에 한 하 의 향이 상

으로 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하나 고찰할 수 있는 것은 확률변수의 상 거리 →∞

인 경우이다. 이 상태에서의 추계장 특성은 진술한 바와 같

이 “상수”라는 것이다. 즉, 경우 3에서 ∞인 상태

는 경우 1과 동일하며, 이러한 특성은 Table 4와 Fig. 12, 

그리고 Table 5와 Fig. 14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특기할 은 이러한 상태에서 두 제의 변 의 변동계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2층 1격간 임은 →∞에서의 

분산계수가 추계장의 분산계수인 10%를 다소 과하고 있으

나, 4층 2격간 임의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약 7%의 

값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 상태에서 구

조와 계없이 동일한 변동계수를 나타내는 확률론  선형해

석(최창근 등, 1995)과 달리 비선형 거동에 한 확률론  

해석은 구조의 특성별로 그 변동계수가 다를 수 있음을, 즉 

단순 측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재 탄성계수의 불확실성이 반강 을 고려

한 임 구조의 비선형 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강재 탄성계수의 불확실성은 정규분포로 모델링하 으며, 이

러한 확률  물성치를 반강  임의 비선형 거동에 용

할 수 있는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해석에서는 임

의 거동과 강도에 향을 미치는 기하학  비선형, 재료  

비선형, 반강 을 고려한 합부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

다. 확률론  해석은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

고, 구조계를 구성하는 각 부재 물성치의 불확실성을 독립

으로 고려한 해석과 부재간의 상 계를 고려한 해석을 수

행하 다.

재료탄성계수의 확률변수를 3가지 경우로 고려하여 2층 1격

간 임과 4층 2격간 임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결정론  해석의 결과는 강  임 비 반강  임

의 변 가 크게 발생하 고,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동일

한 값을 나타내었다. 확률론  해석의 결과, 경계조건  구

조의 규모 등 구조의 특성별로 상이한 결과를 고찰하 다. 

특히 비선형 거동이 크게 나타난 제 1의 경우에는 하  증

가에 따라 변 의 분산계수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 으

나, 비선형 거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제 2에서는 하 단

계별 분산계수의 변동은 상 으로 작게 나타났다. 경우 2

와 3의 해석 비교를 통해, 경우 2에 한 확률변수와 등가인 

상 거리는 제 1과 2에서 공히 ≈1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재 임의 실제  거동 모사를 한 반강  

특성을 고려한 비선형 거동에 한 확률  해석을 제시하

으며, 거동의 분산이 구조의 특성은 물론 하 단계별로 특징

인 결과를 나타냄을 보인 바, 추후 강재 임구조의 설

계에 참고가 되리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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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반강 을 고려한 임 구조에서 강재 탄성계수의 불확실성이 임 구조의 비선형거동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강재 탄성계수의 불확실성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로 모델링 하 으며, 이러한 확률  물성치를 반강  

임의 비선형 거동에 용할 수 있는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임의 비선형 거동 인수인 기하학  비선형, 재료  비

선형, 그리고 합부의 반강 에 의한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에 기반한 확률론  해석을 수행하

다. 확률론  해석을 해 확률변수를 세 종류로 생성하여 사용하 다. 확정론  해석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

치하는 결과를 보 다. 확률론  해석의 경우, 변 의 분산계수는 구조에 작용하는 하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값은 임구조의 구조  특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반강  합부, 비선형성, 상 계, Monte-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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