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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cy of seismic response evaluated by a capacity spectrum method (CSM) is generally known to be less than that by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 In this paper, a procedure for IDA based seismic fragility curves for steel moment resisting 

frames was suggested. This study compares seismic fragility curves using the suggested method (IDA method) with those using a 

CSM and intend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IDA method. The shapes of both seismic fragility curves are similar in slight and 

moderate damage states. However, in the case of extensive and complete damage states, the fragility curves obtained from the IDA 

method presents a more steep slope due to less variation (or uncertain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DA method can properly 

capture the structural response beyond yielding rather than the C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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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취약도 함수는 임의의 강도를 가진 지진에 하여 구

조물에 지진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러

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이용하여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다양

한 손상 정도별 발생확률을 산정할 수 있다. 지진취약도 함

수에 한 연구는 이미 1980년 부터 수행되었으며, 해석기

술의 발 에 따라 련 연구들이 증가해 오고 있다. Kircher 

등(1997)은 HAZUS에 용된 건축물의 구조형식, 재료  

높이에 따른 분류  단자유도로의 이상화를 수행하고, 이를 

기 로 스펙트럴 변 에 기반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제안하

다. 국내에서도 5층의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를 상으로 

Latin Hypercube 샘 링 기법을 용하여 지진취약도 곡

선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Park et al., 2007).

앞서 언 한 를 포함하여 지진취약도를 평가할 때 보편

으로 사용되는 해석방법이 역량스펙트럼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조물이 보유하고 있는 항능력을 나타내는 역량곡선과 지

진하 에 의한 요구수 을 스펙트럼 형식으로 표 한 요구곡

선을 서로 비교하여 비선형 최 응답을 평가하는 해석방법이

다. 구조물의 보유능력과 지진요구를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해석의 정확성이 비선형 동 해석에 비해 떨어지는 제

한 이 있다. 한 구조물의 1차 모드 성능은 잘 반 하지만 

고차모드의 향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차모드의 향

이 큰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동 응답을 측하기 어렵다는 

은 역량스펙트럼법의 태생 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비선형 동 해석은 구조부재의 비선형성을 해석모델에 직

 구 한다는 에서 비선형 정 해석과 동일하지만 실제 지

진 를 사용하여 지진을 받은 구조물의 변 , 속도, 가속도와 

구조부재의 이력거동을 악함에 있어 재까지 사용되고 있

는 해석방법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해석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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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ismic design parameters of steel-moment 

resisting frames(SMRFs)

(a) Plan of prototype frame

(b) Elevation of prototype frame

Fig. 1 Design results of special steel moment resisting 

structure

할 수 있다. 그 에서 증분동 해석(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은 지진의 강도를 증가시키며 구조물의 응답

을 찰하므로 특정한 재 주기를 가지는 지진의 최 지반운

동가속도 는 구조물 고유주기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에서의 

구조물 성능을 기술할 수 있다(Vamvatsikos et al., 2002). 

다만,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비하여 해석시간이 과도할 정도로 

오래 소모된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컴퓨터의 

계산능력이 격하게 향상됨에 따라 증분동 해석의 용 가

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은 

해석기법이라는 에 착안하여 증분동 해석을 지진취약도 

해석방법으로 사용하는 지진취약도 곡선 도출과정을 제안하

고자 한다. 지진취약도 평가를 한 제 구조물로 철골모멘

트골조를 선정하 으며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증분동 해석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비교하여 각각의 해석방법에 따른 

지진취약도 곡선의 경향을 분석하 다.

2. 표본건물 선정과 해석모델 수립

2.1 표본건물 정보

본 연구에서는 Ramirez 등(2000)의 논문에서 사용된 미

국 샌 란시스코 지역에 치한 3층 철골 특수모멘트골조를 

표본 건물로 선정하 으며 Fig. 1과 같은 평면을 가진다. 표본

건물의 평면은 골조의 외곽부만 강 합으로 연결되어 횡력에 

해 모멘트로 항하며 그 외의 보와 기둥은 핀 합으로 연결

된다. 이  Fig. 1에서 선으로 표시된 골조를 상으로 2차

원 해석을 진행하 다. 표본건물의 설계는 ASCE 7-10에 따

라 진행하 으며, 설계지진에 한 단주기와 1 주기의 탄성 

가속도 응답스펙트럼과 표본건물의 지진력 항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설계변수(반응수정계수 , 변 증폭계수 , 과강

도계수 , 요도 계수 )는 Table 1과 같다.

2.2 해석모델

부재의 이력모델은 FEMA356(FEMA, 2000)에 제시된 

부재 연성도 모델링 변수를 용하 다. FEMA356에서는 주

요부재(Primary component)가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 

기둥의 축력비, 폭두께비 등을 변수로 하여 철골 부재의 이

력곡선에 한 모델링 라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기둥과 보의 

해석모델은 부재 양단부에 소성힌지가 치하며 앙부는 탄

성요소로 구성하 다. 소성힌지의 이력모델은 이선형 모델

(Bi-linear)을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소성힌지 길이는 

(/2+)로 가정하여 용하 다. 여기서, 는 기둥의 유효 

춤, 는 보의 유효 춤이다. 표본건물의 거동양상을 분석하기 

하여 비선형 해석 로그램인 Ruaumoko2D(Carr, 2002)

를 사용하 다. 표본건물 모델의 기강성을 이용한 5%의 

Rayleigh damping 모델을 고유감쇠모델로 사용하 고, 안정

인 해석결과를 얻기 하여 Newmark-Beta법(Chopra, 

2012)과 지진 의 측정간격의 반을 해석간격으로 설정하

다.

2.3 입력지진동

행 부분의 내진기 은 원단층 지반운동(far-field 

ground motion)에 한 설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조물의 지진응답을 평가하기 해 사용하는 지진 데이터는 

FEMA P695(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단층 지반운동 데

이터  20 (총 40개)의 지진 를 사용하 다. Table 2에서

는 본 해석연구에서 사용된 지진 의 규모와 최  지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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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No.

Earthquake Recorded Motions

Name Year M


(g)

  

(cm/s)

1 Northridge 1994 6.7 0.52 63 

2 Northridge 1994 6.7 0.48 45 

3 Duzce, Turkey 1999 7.1 0.82 62 

4 Hector 1999 7.1 0.34 42 

5 Imperial Valley 1979 6.5 0.35 33 

6 Imperial Valley 1980 6.5 0.38 42 

7 Kobe, Japan 1995 6.9 0.51 37 

8 Kobe, Japan 1996 6.9 0.24 38 

9 Kocaeli, Turkey 1999 7.5 0.36 59 

10 Kocaeli, Turkey 1999 7.5 0.22 40 

11 Landers 1992 7.3 0.24 52 

12 Landers 1992 7.3 0.42 42 

13 Loma Prieta 1989 6.9 0.53 35 

14 Loma Prieta 1989 6.9 0.56 45 

15 Superstition Hills 1987 6.5 0.36 46 

16 Superstition Hills 1987 6.5 0.45 36 

17 Cape Mendocino 1992 7.0 0.55 44 

18 Chi-Chi, Taiwan 1999 7.6 0.44 115 

19 San Fernando 1971 6.6 0.21 19 

20 Friuli, Italy 1976 6.5 0.35 31 

Table 2 Parameters of recorded ground motion records 

for the far-field record set

Fig. 2 Scaling of ground motions

(a) Fragility curve

(b) IDA curve

Fig. 3 Results of the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도, 속도를 제시하고 있다.

Fig. 2는 사용한 40개의 지반운동에 한 탄성응답스펙트

럼, 각 주기별 평균 탄성응답스펙트럼(굵은 선)과 ASCE 

7-10(ASCE, 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탄성응답스펙

트럼을 비교하고 있다. 지반운동의 보정은 표본건물의 1차 주

기의 0.2배에서부터 1.5배 구간에서 설계지진(design based 

earthquake, DBE)과 최 지진(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에 한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속도 

응답스펙트럼과 지진 의 평균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이 유사한 

값을 갖게 하는 상수를 보정계수로 선택하 다. 표본건물이 

치한 지역의 최 지진에 하여 지반운동을 보정할 경우 

1.324의 보정계수를 가진다.

3. 증분동 해석 결과

표본건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Vamvatsikos와 Cornell 

(2002)에 의해 제안된 증분동 해석 차를 이용하 다. 증분

동 해석은 구조물의 응답이 탄성에서 붕괴가 발생할 때까지 

지진 의 크기를 진 으로 증가시켜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구조물의 표응답으로 최 면 단력, 

노드의 회 , 최 층연성도, 최 지붕층변 비, 최 층간변

비, 는 그 밖에 제안된 구조물의 손상지표 등을 이용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최 층간변 비를 사용하 다.

증분동 해석의 일반 인 진행과정은 한번의 시간이력해석

을 통하여 최 층간변 비와 표본건물의 1차 고유주기에 해

당하는 지진 의 탄성응답 가속도 스펙트럼을 Fig. 3(a)와 

같이 가속도 스펙트럼-최 층간변 비 그래  상에 표시한 

후, 지진 의 강도를 진 으로 증가시키는 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게 된다. 증분동 해석에서 붕괴 을 단하는 

기 은 Vamvatsikos와 Cornel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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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 of seismic fragility curve

Fig. 5 Flowchart of procedure for calculating seismic 

fragility curve using CSM

는 방법을 따르며 증분동 해석 결과 곡선의 기울기가 기 

기울기의 20%가 되는 지 으로 정의한다. 해석모델에 한 

증분동 해석 결과는 Fig. 3(b)와 같이 나타난다. 

증분동 해석을 수행한 후 구조물의 붕괴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FEMA P695에서 제시하는 최 지진에서 표본건물

의 붕괴확률이 10%이하가 되게 하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별하 고 체 붕괴성능에 한 척도가 되는 붕괴여

유비(collapse marsin ratio, CMR)를 산정하 다. 붕괴여

유비는 50%의 괴확률을 보이는 스펙트럴 가속도, 즉 붕괴

성능의 간값 와 최  지진의 스펙트럴 가속도 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건물은 최  지진의 스펙트럴 가

속도()인 1.28g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는 지진

가 총 40개의 지진  에서 1개가 존재하여 2.5%의 붕괴

확률을 나타내었다. 한 사용된 지진 에 해서 간값의 

붕괴성능을 나타낸 스펙트럴 가속도, 는 2.58으로 나타

났으며 이때 붕괴여유비가 2.02으로 산출되었다. 최  지

진가속도 스펙트럼에 한 붕괴확률, 2.5%와 붕괴여유비, 

2.02를 기 으로 단할 때 본 연구에서 채택한 표본구조물

은 미국 내진설계기 에 따라 하게 수 의 붕괴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4. 지진취약도 함수

4.1 지진취약도 해석방법

건축물의 지진취약도 함수는 임의의 강도를 가진 지진에 

하여 구조  손상상태가 일정수 을 넘을 확률로 정의하며, 구

조물에 발생하는 스펙트럼 변  에 해서 특정한 손상상태 

에 도달하거나 넘을 조건부확률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

하고 있다. 손상상태는 지진하 에 한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Slight(미소 손상), Moderate( 간 손상), 

Extensive(심각한 손상), Complete(완  붕괴)의 4가지로 

구분한다(Kircher et al., 1997).

 







  (2)

취약도함수는 스펙트럼 변  를 x축으로, 조건부 손상

확률  를 y축으로 하여 Fig. 4와 같은 취약도곡선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지진취약도 곡선의 기울기는 총 변동성

(total variability)을 나타내는 수표 편차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값은 각 손상상태에 따라서 독립 으로 정의

되며, 구조 인 취약도는 스펙트럼 변 로 정의된다. 각 손상

상태의 총 변동성()는 구조 손상의 변동성 요인인 , 

, 의 조합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3)

이 식에서 , , , 는 각각 구조손상상태 

에 한 총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표 편차, 성능곡선의 변

동성을 나타내는 수표 편차 매개변수, 요구곡선의 변동성

을 나타내는 수표 편차 매개변수, 그리고 구조손상상태 

ds의 손상도 기 에 한 앙값을 추정하는데 포함되는 불

확실성을 나타내는 수표 편차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지진취약도에서 구조물의 변 응답 를 산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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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 Ratio at the Threshold of Structural Damage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

0.006 0.012 0.03 0.08

Table 4 Typical drift ratios used to define median values 

of structural damage for the SMRFs

Return Period (Year) 50 100 200 250 500 1000 2400 4800

PGA (g) 0.19 0.28 0.38 0.41 0.53 0.66 0.80 0.99

(=1.38s) 0.15 0.23 0.34 0.39 0.52 0.71 0.96 1.14

Table 3 Ground motion intensity(GMI) used for seismic fragility analyses

Fig. 6 Flowchart of procedure for calculating seismic 

fragility curve using IDA method

는 일반 으로 역량스펙트럼 방법이 사용된다.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역량곡선으로 나타내고 지진하

의 효과인 지진요구도를 요구곡선으로 나타내어 두 곡선의 

교차 인 성능 으로 구조물의 응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산정과정은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진취약도 해석방법은 IDA곡선을 

사용하여 Fig. 6에 나타낸 산정 차에 따라 각 지진강도

(ground motion intensity, GMI)별 손상 과확률을 계산

하는 방법이다.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GMI

는 Table 3에서와 같이 지진해석 수행시 사용한 지반운동의 

강도 단계 에서 8개의 재 주기에 해당하는 강도를 사용하

고 그 때의 강도는 건물의 1차 주기에서의 스펙트럴 가속

도 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단계별 상세 진행과정은 4.3

에서 기술하 다.

4.2 손상상태별 층간변 비의 정의

구조물에 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정의하기 해서는 먼  구

조물의 손상상태를 정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한 

피해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의 4단계 손상상태를 사용하는 HAZUS의 손상도 기

을 용하 다. 층 철골 모멘트 골조의 경우 Table 4에 

나와 있는 층간변 비를 기 으로 손상상태를 구분하 다. 각 

손상상태의 특징을 요약하면 Slight는 일부 부재의 웨 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거나 합부에 작은 변형이 생긴 상태, Moderate

는 일부 부재가 항복하고 합부에서 구 인 회  변형이 발

생한 상태, Extensive는 부분의 부재가 항복하여 구조물에 

상당한 수평변형이 발생하는 상태, Complete는 구조물의 주

요부재와 합부에서 괴가 발생하여 일부 붕괴되거나 붕괴

직 인 상태를 의미한다(FEMA, 2003).

4.3 IDA를 이용한 지진취약도 곡선 산정 차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GMI는 Table 3에

서와 같이 지진해석 수행시 사용한 지반운동의 강도 단계 

에서 8개의 재 주기에 해당하는 강도를 사용하 고, 그 때

의 강도는 건물의 1차 주기에서의 스펙트럴 가속도 를 사

용하여 평가하 다. 제안된 취약도 산정 차에 따른 상세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IDA 곡선으로부터 GMI에 따른 성능 을 분류

한다.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비선형정 해석을 통해 구한 건물의 

성능수 (capacity curve)과 특정 지진강도를 표하는 지반

의 요구수 (demand curve)이 일치하는 순간의 최 층간변

비를 성능 으로 정의하 다. 일반 으로 GMI는 PGA를 

사용하고 GMI별로 성능 을 생성한 후에는 모든 PGA에 

한 성능 들을 모아서 각 손상상태에 해당하는 취약도곡선을 

도출하게 된다. 증분동 해석의 경우 건물의 성능과 지반운동

의 향이 동시에 반 되어 IDA그래  곡선 하나가 그려지므

로 따로 역량곡선과 요구곡선을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정방법에서는 진 으로 증가하는 지반

운동의 강도에 한 최 층간변 비를 성능 으로 가정하고 

Fig. 7와 같이 증분동 해석을 수행한 지진의 개수와 각 지진 

해석에 사용되는 지반운동의 강도만큼 성능 이 생성된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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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ismic fragility curve of prototype frameFig. 7 Classify performance points based on 

(Example case : GMI=0.52g, 1.14g)

Fig. 8 Histogram of performance points in GMI=0.52g

Step 2. GMI에 따라 분류된 성능 들로부터 손상상태별 

손상 과확률을 산정한다.

Step 1에서 GMI별로 성능 을 분류하면 Figs. 7, 8과 같

은 분포를 띄게 된다. Fig. 7는 GMI가 0.52g, 1.14g인 경우

일 때 각 GMI에 속하는 40개의 성능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고 Fig. 8은 그  GMI=0.52g에 한 성능  분포를 히스

토그램으로 표 하 다. 두 그림에서 y축에 평행하게 그려진 

4개의 직선은 층철골모멘트골조의 손상도 기 을 최 층간

변 비로 나타낸 것으로 40개의 성능 들  각 기  층간변

비를 과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손상상태별 과발생확

률을 구할 수 있다. GMI=0.52g의 경우 Slight Damage, 

Moderate Damage, Extensive Damage, Complete 

Damage의 손상 과확률은 각각 0.95, 0.7, 0.05, 0으로 계

산되었다.

Step 3. 각 손상단계별 과확률을 이용하여 로그정규분

포를 따르는 확률 도함수의 포락곡선으로 지진취약도 

함수를 생성한다.

Table 3에서 정의한 총 8개의 GMI에 하여 손상단계별 

과발생확률을 구하게 되면 Fig. 9에서와 같은 그래 로 나

타낼 수 있다. 각 GMI별로 손상상태 4개에 한 과확률이 

나오므로 가장 작은 0.15g에서부터 1.14g까지 총 32개의 

들이 그래  상에 표 된다. 각 손상상태별 취약도함수의 앙

값은 최 층간변 비로 구한 손상도 기 과 동일하며, 앙값과 

32개의 들로부터 로그 확률분포를 가지는 지진취약도 곡선

의 최  표 편차를 구하게 되면 Slight Damage, Moderate 

Damage, Extensive Damage, Complete Damage의 경우 

각각 0.57, 0.50, 0.48, 0.54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Step 4. 기타 변동성 요소 반 하여 취약도곡선의 최종 

표 편차를 계산한다.

4.1 에서 언 하 듯이 취약도곡선의 총 변동성은 3 가지 

주요 변동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역량곡선과 련된 변동성, 

요구곡선과 련된 변동성 그리고 각 손상상태의 기 값과 

련된 변동성이 있다. IDA방법을 이용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을 

생성할 경우 다수의 실제 지진 를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

하므로 지반운동에 한 변동성이 고려된 상태로 요구곡선과 

련된 변동성을 반 하 다고 볼 수 있다. 역량곡선의 경우 

구조물 해석모델에 따라 산정되는데 해석모델은 구조시스템의 

종류, 건물의 내진설계 용 유무 등 건물의 성능에 향을 끼

치는 요소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므로 이러한 변동 요인을 고려

하려면 많은 양의 해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IDA방법은 하나

의 해석모델에 해서도 많은 해석시간을 요구하므로 HAZUS

에서 제시하는 역량곡선의 변동성()에 한 표 편차 값인 

0.25과 손상도 기 의 변동성()에 한 표 편차 값 

0.4을 사용하 다(FEMA, 2003). 세 가지 변동 요인을 조합

하는 방식으로는 SRSS(square root of the sum of square)

방식을 사용하 다. 따라서 층 철골모멘트골조에 한 총 변

동성을 나타내는 표 편차는 Slight Damage, Moderate 

Damage, Extensive Damage, Complete Damage별로 각

각 0.74, 0.69, 0.67, 0.72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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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seismic fragility curve with 

analysis methods 

Fig. 11 Performance points using CSM and 

Load-displacement curve of prototype frame

5. 지진취약도 곡선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IDA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

출하 고, Fig. 10과 같이 IDA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지진

취약도 곡선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역량스펙트럼 방법을 이

용한 경우와 IDA방법을 이용한 경우 모두 동일한 손상도 기

에 따라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하므로 곡선의 앙값은 동일

하나 표 편차 값에서 차이를 보인다. Slight damage, 

Moderate damage의 경우 동일한 층간변 가 발생할 경우 

IDA방법이 역량스펙트럼 방법보다 약간 큰 표 편차(Slight, 

Moderate 순으로 =0.74 & 0.69, =0.59 & 

0.61)를 갖지만 체 으로 두 방법 모두 유사한 곡선 경향을 

가지며 손상확률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두 방법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Extensive damage와 Complete 

damage에서는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의한 경우가 더 큰 표

편차를 가진다(Extensive, Complete 순으로 =0.67 & 

0.72, =0.96 & 1.1). 표 편차의 값이 클수록 손상상

태에 해당하는 성능 들의 분산이 더 크고 취약도 곡선은 더 

완만하게 나타난다.

Fig. 11에서와 같이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구조물의 비선

형 거동을 이선형의 하 -변  곡선으로 이상화하여 고려한

다. 즉, 구조물의 1차 모드 거동특성만이 반 된 정 해석이 

바탕이므로 각 모드별 동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이선형

의 이상화 과정에서 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강도  강성 

감을 반 하지 않는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IDA 방법의 경우 

건물의 항복 후 거동뿐만 아니라 건물의 모드별 특성, 에

지 소산능력, 그리고 다양한 지반운동의 동 특성이 반 되

어 얻어진 실 인 결과 값이므로 역량스펙트럼 방법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기 한 해석방법

으로 증분동 해석을 이용하 고 해석결과로부터 지진취약도 

곡선을 작성하는 차를 제안하 다. 한 기존의 역량스펙

트럼 방법과 증분동 해석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지진취약도 

곡선을 비교하여 평가하 고 각 해석방법에 따른 취약도 곡

선의 경향을 분석하 다. 두 가지 해석방법으로부터 구한 해

석결과들로부터 지진취약도 곡선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Slight, Moderate damage에 속하는 손상상태에서는 

두 방법에 따른 취약도곡선의 경향 차이가 크지 않지

만 Extensive, Complete damage에서는 IDA 방법

이 역량스펙트럼 방법에 비하여 더 작은 표 편차 값

을 가지며 더욱 정확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하나의 철골모멘트골조에 한 

결과이므로 극히 제한 이며 철골모멘트골조를 표하

는 경향으로 보기 어렵다. 철골모멘트골조를 표하는 

경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표본건물을 구성하는 설계

변수(지반의 종류, 구조시스템의 종류, 건물 높이 는 

층수)에 따라 여러 개의 해석모델을 설계하고 각 건물

별로 해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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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일반 으로 지진취약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해석방법  하나인 역량스펙트럼 방법은 증분동 해석에 비해 해석의 정

확성이 떨어지는 제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분동 해석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해석기법이라는 에 착안하여 증분동

해석을 이용한 지진취약도 곡선의 도출과정을 제안하 다. 타당성 비교를 하여 역량스펙트럼 방법과 제안된 방법으로 

도출한 취약도 곡선을 비교하여 두 해석기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곡선의 경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Slight damage와 

Moderate damage의 경우 두 해석방법이 유사한 곡선 경향을 보이나 Extensive damage와 Complete damage의 경우에는 

IDA방법에 의한 곡선이 더 가 른 경향을 보 다. 이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상화하여 극한  이후 구조물의 항 강도가 떨

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역량스펙트럼 방법의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지진취약도 곡선, 증분동 해석, 역량스펙트럼 방법, 손상상태, 철골모멘트골조, 비선형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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