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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geometrically unsymmetrical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considering torsional 

effect and material nonlinearity of concrete and steel. Th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is a structure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SMART-2013 international benchmark program. Nonlinear constitutive models for concrete and steel were 

constructed, and their numerical performance was demonstrated by various local tests. Modal analysis showed that the first thre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were close to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the SMART-2013 program. In the time history 

analysis for low-intensity seismic loadings,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responses at sampling points were similar to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end,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was conducted for Northridge earthquake to predict the behavior of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under high-intensity seismic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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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한요소해석 기법이 발 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

템이 속히 발달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응답 

계산  측기술에도 큰 발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료의 

물성치, 재료 비선형성, 감쇠계수, 수치해석 방법 등에 따라 

해석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 인 실이다. 

따라서 실제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계산

하기 해 비선형 재료모델 개발(Kwak et al., 2000; 

2003; Lee et al., 2007), 시공간의 멀티스 일 모델링

(Chung et al., 2012), 시간 분 알고리즘의 개선(Yoon 

et al., 2012)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유럽의 여러 연구기 에서는 다양한 내진

특성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내진성능을 테스트 

하고 동해석의 정확도  신뢰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CASSBA(Comportement et Analyse Sismique 

des Structures en Béton Armé, 1992~1994) 벤치마크 

로그램에서 수행한 벽과 바닥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

진성능 실험(Bisch et al., 1994)이나 SAFE(Structure 

Armées Faiblement Elancées, 1997~1998) 로그램의 

단순콘크리트 벽에 한 동  실험(Kotronis et al., 1999) 

등은 이러한 연구의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거동을 실험결과와 유사

하게 해석하기 하여 SMART-2013(Seismic design and 

best-estimate Methods Assessment for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subjected to Torsion and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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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Concrete Steel

Young’s modulus(MPa) 32,000 210,000

Poisson ratio 0.2 0.3

Compressive strength(MPa) 30 500

Tensile strength(MPa) 2.4 500

Density(kg/m
3
) 2,300 7,800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and steel

(a) Concrete 

(b) Steel

Fig. 1 Strain-stress curves of concrete and steel

Fig. 2 Reinforced concrete RVE(unit: mm)

linear effects) 로젝트가 추진되었다(Richard et al., 

2012; 2013). 이 로젝트는 실험 연구에 이은 벤치마크 해

석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부분에서는 형 인 원

자력발  설비 구조물의 반부를 1/4로 축소하여 설계  시

공하고 진동  실험을 통해 지진하 에 한 구조물의 항력

과 구조물 내부의 장비에 미치는 지진력의 향을 평가한다. 

벤치마크 해석 로그램에서는 지진하  하에서 구조물의 3차

원 비선형 응답과 층별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

을 평가하고, 구조물 내부의 장비에 발생하는 지진하 을 산정

하며, 참가자의 다양한 모델링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평

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SMART-2013 벤치마크 로젝트의 비

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해 재료 비선형성과 3차원 비틀

림 하 을 고려한 지진응답의 계산방법과 수치해석결과를 소

개한다. 먼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구성하

고 인장, 압축, 휨, 단하  등에 한 응력-변형도 해석을 

통해 비선형 재료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3차원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을 개발하고 모드해석, 선

형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지진하 에 한 3차

원 동  거동을 계산한다. 

2. 재료모델의 국부요소 테스트(local test)

SMART-2013 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물성치

를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로젝트 참가자들은 이

러한 재료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재료의 비선형모델을 독립

으로 선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1의 물성치를 기본으

로 하여 콘크리트는 다 선형 등방성 변형경화 모델(multi- 

linear isotropic hardening model)을 사용하고 철근은 완

탄소성 모델(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을 사용하

다(Kachlakev et al., 2001). Fig. 1은 재료모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다.

선정한 비선형 재료모델의 역학  거동을 검증하고 그 합

성을 확인하기 해 표부피요소(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이하 RVE)에 해 Table 2에 나타낸 6가지의 국

부요소 테스트를 상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사

용하여 수행하 다. 콘크리트의 RVE는 한 변이 1m인 정육면

체이고 철근콘크리트 RVE는 Fig. 2와 같은 직육면체이다. 모

든 RVE는 1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콘크리트는 ANSYS의 

SOLID65(8  고체요소) 요소를 사용하 고 철근은 BEAM 

188(2  보요소) 요소를 사용하 다. 

국부요소테스트 C.1과 C.2에서 콘크리트 RVE의 이축

(biaxial)압축  인장응답으로부터 항복면(yield surface)

과 괴면(failure surface)을 구한 결과를 Fig. 3(a)에 나

타내었고, 철근콘크리트 RVE의 인장, 압축, 단  휨에 

한 재료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된 RC.1~RC.4

의 결과를 Fig. 3(b)~3(e)에 나타내었다. RC.2와 RC.3의 

경우 변형률이 기변형률(=0.00028)을 과하지 않아서 

선형구간에서 반복 거동을 하 고, RC.1과 RC.4의 경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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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umber Material Aim Loading conditions

C.1 Concrete Construct yield surface
Biaxial tension/compression loading ranging from -10MPa to 

2.4MPa

C.2 Concrete Construct failure surface
Biaxial tension/compression loading ranging from -35MPa to 

2.4MPa

RC.1
Reinforced 

concrete

Identify axial cyclic response of 

the RC RVE 

Uniaxial cyclic tension/compression loading with the displacement 

ranging from -4mm to 1.5mm

RC.2
Reinforced 

concrete

Identify shear cyclic response of 

the RC RVE
Pure shear loading with the force ranging from -6KN to 6KN

RC.3
Reinforced 

concrete

Identify flexural cyclic response 

of the RC RVE

Uniaxial pure bending loading with the rotation ranging from 

-0.0015rad to 0.0015rad

RC.4
Reinforced 

concrete

Identify coupled axial-flexural 

cyclic response of the RC RVE

Coupled bending/tension loading with the rotation and displacement in 

the range of -0.0015rad~0.0015rad and -0.1mm~0.1mm, respectively

Table 2 Configuration of local tests

(a) Yield and failure surfaces

(b) Stress-strain response 

(RC.1)

 
(c) Stress-strain response 

(RC.2)

(d) Moment-rotation response 

(RC.3)

 
(e) Moment-rotation response 

(RC.4)

Fig. 3 Local test results

(a) SMART-2013 structure (b) Plan view(unit: mm) 

(c) 3D finite element model (d) Finite elements of rebar

Fig. 4 SMART-2013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and 

its finite element model

형률이 기변형률을 과하여 비선형거동을 보 다. Fig. 

3(b)의 응력-변형률 해석결과로부터 RVE가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콘크리트 재료모델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반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철근의 효과로 인하여 최 압축응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SMART-201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치모델링

SMART-2013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실험 상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Fig. 4(a)와 같다. 이 구조물은 형

인 원자력발  설비구조물의 반을 1/4규모로 제작한 3

층 높이의 비 칭 구조물이다. 구조물의 높이는 3.65m이고 

슬래 의 비 칭 단면은 Fig. 4(b)에서 보듯이 사다리꼴 모

양으로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는 각각 1.05m, 2.55m이고, 

높이는 3.10m이다. Table 1에 제시한 재료 물성치와 구조

물의 제원을 이용하여 Fig. 4(c)와 같이 3차원 유한요소해

석 모델을 생성하 다. 이 모델은 기 , 벽체, 슬래 , 보, 

기둥, 철근, 진동 의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 , 벽체, 

슬래 , 보, 기둥, 진동 는 SOLID65 요소로 모델링하 으

며, 철근은 BEAM188요소로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와 철

근 요소는 을 공유하는 완  부착상태로 설정하 다. 

Fig. 4(d)는 철근의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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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드해석

SMART-201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결정하기 하여 Block-Lanczos법에 기반한 모드해

석을 수행하 다. 구조물의 질량(11.5ton), 슬래  의 추

가질량(34.4ton), 진동 의 질량(25.0ton)을 고려하 으며, 

경계조건으로서 진동 의 하  재하 지 을 고정단으로 설정

하 다. 

구조물의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기 3개 모드의 고

유진동수를 SMART-2013의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고유진동

수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고 각 모드별 형상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모드해석결과 고유진동수는 실험결과

로부터 얻은 진동수와 유사하 으며 모드형상은 모든 모드에

서 비틀림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Frequency(Hz)

Mode 1 Mode 2 Mode 3

Analysis 6.26 7.77 13.15

Experiment 6.28 7.86 16.50

Table 3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obtained from 

modal analysis and experiments 

(a) Mode 1

(b) Mode 2

(c) Mode 3

Fig. 5 Mode shapes for the first three modes

5. 시간이력해석 

5.1 시간이력해석의 개요 

본 논문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하여 진동 의 액 에

이터(actuator) 치에 변 의 시간이력으로 구성된 지진하

을 용하여 구조물의 변   가속도 응답과 응답 스펙트럼을 

산출하 다. 액 에이터는 Fig. 6과 같이 진동 의 측면과 

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수평방향 액 에이터(X1, X4, Y2, 

Y3) 4개, 수직방향 액 에이터(Z1, Z2, Z3, Z4)로 구성되어 

있다. 이 8개의 액 에이터에 변 제어 방식으로 지진하 의 

시간이력을 입력하 다. 응답 계산 지 은 SMART-2013에

서 계측장비를 설치한 지 과 같은 치로서 Fig. 6에 표시된 

각 층 슬래 의 A~E지 에서 변   가속도 시간이력응답을 

계산하 다.

Fig. 6 Actuator locations and measurement points

5.2 감쇠행렬 결정 

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동  응답 감쇠효과

를 반 하기 해 다음과 같이 강성행렬()과 질량행렬()

의 선형조합으로 표 되는 Rayleigh 감쇠를 사용하 다.

 (1)

여기서, 와 는 다음과 같이 임의의 두 개 모드의 고유진

동수와 감쇠비를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해로 나타내어 진다.



 


 


 

 



 







 




(2)

 식에서 과 은 각각 차 모드와 차 모드의 진동

수(rad/s)를 나타내고, 과 은 각 모드의 감쇠비를 나타

낸다. Table 4에 나타낸 1차 모드와 2차 모드의 고유진동수 

값들을 이용하여 식 (2)로부터 Rayleigh 감쇠 라미터 

=-1.65, =0.002를 계산하 고, 이를 ANSYS에 용하

여 감쇠효과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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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history of 
 (b) Frequency spectrum of 

 (c) Time history of 
 (d) Frequency spectrum of 



Fig. 7 Low-intensity seismic loads; displacement time histories(
 and 

) and their frequency spectrum

(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8 Comparison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1-st floor

(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9 Comparison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2-nd floor

(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10 Comparison of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3-rd floor

Mode Frequency(Hz) Modal damping ratio

1 6.28 0.026

2 7.86 0.042

3 16.50 0.055

Table 4 Modal damping ratios determined by experiments

5.3 선형 시간이력해석

본 논문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해 SMART-2013에

서 제공한 강도 지진하 을 사용하여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이 강도 지진하 은 각 액 에이터 치에서 

PGA(Peak Ground Acceleration)가 0.1g인 변 의 시간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7은 이 지진하 의 변  시간

이력과 주 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진동 에 배치된 8개의 액 에이터에 변 제어 방식을 통

해 강도 지진하 을 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

과, 각 층 슬래 의 A~E지 에서 와 축 방향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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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put displacements (b) Location of prescribed displacements (c) Force-displacement 

hysteresis loop

Fig. 11 Loading history and hysteresis result of a quasi-static test

(a) Time history of 
 (b) Frequency spectrum of 

 (c) Time history of 
 (d) Frequency spectrum of 



Fig. 12 Northridge earthquake loads; displacement time histories(
 and 

) and their frequency spectrum

(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13 Numeric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1-st floor

SMART-2013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변   가속도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10은 각 층 슬래  A지 에서의 

변 와 가속도 응답을 나타낸다.

5.4 구조물의 정  테스트

요소 단 에서 비선형 거동이 확인된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모델을 사용할 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체의 비선형 

거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 정  테스트를 수행하

다. 진동 의 하  재하 지 을 고정단으로 설정하고 시간에 

따라 단계 으로 증가하는 변 이력을 구조물의 3층 슬래  

면에 용하 다. Fig. 11(a)는 정  테스트에 사용된 

변 이력을 나타내고 Fig. 11(b)는 변 가 용되는 치를 

나타낸다. 정  테스트 결과 Fig. 11(c)와 같은 하 -변  

이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  재하 방향으로 놓인 단벽

으로 인해 큰 연성도가 나타나지 않지만 구조물 체의 비선

형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5.5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본 논문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해 Northridge 지진 

데이터를 용하여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PGA

가 1.78g인 Northridge 지진하 을 선형 시간이력해석과 

마찬가지로 액 에이터 치에 변 의 시간이력으로 용하

다. Fig. 12는 이 지진하 의 변  시간이력과 주 수 스

펙트럼을 나타낸다.

진동 에 배치된 8개의 액 에이터 치에 변 제어 방식

을 통해 Northridge 지진하 을 용하여 Fig. 13~15와 

같이 각 층 슬래 의 A지 에서 와 축 방향의 변   가

속도 응답을 계산하 다. 해석결과, 각 층 슬래  A지 에서 

최  5mm의 변 가 발생하 고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잔

류변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18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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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14 Numeric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2-nd floor

(a)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b)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c)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d) Acceleration in the 

-direction

Fig. 15 Numerical results at measurement point A of the 3-rd floor

(a) -direction 

 

(b) -direction 

Fig. 16 Spectrum of maximum relative displacement 

on the 1-st floor

(a) -direction (b) -direction 

Fig. 17 Spectrum of maximum relative displacement 

on the 2-nd floor

(a) -direction

 

(b) -direction 

Fig. 18 Spectrum of maximum relative displacement 

on the 3-rd floor

층 슬래 의 A~E지 에서 구조물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 

변화에 따른 와 축 방향 층간상 변 의 최 값 스펙

트럼을 나타낸다.

층간상 변  스펙트럼으로부터 방향 상 변 는 각 층

의 D 지 에서 최 이고 방향 상 변 는 각 층 C 지 에

서 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진동수가 약 5Hz일 때 

3층의 최 상 변 가 10mm를 과하는 등 각 층별 상 변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1차 

모드 고유진동수인 6.51Hz에서는 층간상 변  스펙트럼 값

이 최 값의 약 50%에 달하여 10Hz이상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경우보다 상 으로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사용된 SMART-2013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Northridge 지진에 해 취약함을 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SMART-2013 국제 벤치마크 해석 로그

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모

델을 개발하고 국부요소 테스트, 모드해석, 실제 지진 에 

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구성하고 인장, 압축, 휨, 단하  등에 한 국

부요소 테스트를 통해 해석 시 비선형 재료모델의 성능을 입



3차원 비 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지진응답해석

43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5호(2014.10)

요  지

본 논문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해석에 한 국제 벤치마크 로젝트인 SMART-2013을 통해 3차원 비 칭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재료 비선형성을 고려한 지진응답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구성하고 표부피요소에 한 국부테스트를 수행하여 비선형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러한 

SMART-2013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비선형 유한요소모델에 해 모드해석과 강도 지진하 에 한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변   가속도 시간이력이 SMART-2013 로젝트에서 제시한 실험값들과 유사하 다. 

한 Northridge 지진에 한 변   가속도 응답의 시간이력과 최 층간상 변 의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고강도 지진

하 에 한 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거동을 평가하 다.

핵심용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지진응답, 시간이력해석, SMART-2013 국제 벤치마크 로젝트

증하 다. 구조물의 모드해석 결과, 기 3개 모드의 고유진

동수가 6.26Hz, 7.77Hz, 13.15Hz로 나타났으며 이 값들

은 SMART-2013에서 제시한 고유진동수 실험결과와 유사

하 다. PGA가 0.1g인 강도 지진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건물 각 층

의 계측 에서 변   가속도 시간이력이 SMART-2013의 

실험결과와 유사하 다. 한 Northridge 지진 를 이용하

여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에 따른 변 와 

가속도의 시간이력을 계산하 고 구조물의 1차 모드 고유진

동수에 한 최  층간상 변  스펙트럼을 구성하 다. 분

석 결과 진동수가 약 5Hz일 때 3층에서 10mm를 과하는 

최 상 변 가 발생하 고 약 10Hz이상의 고유진동수에 

해서는 상 변 의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료 비선형성을 고려한 3차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정

지진해석에 한 표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으며 이

러한 연구결과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지

진손상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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