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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그 동안 국내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건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 대상의 범주가 공장과 같

은 민간 시설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존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국내 엔지니

어들은 상당 부분, 2013년 시설안전공단에서 개발된 요령인 ‘기존 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이하 요령) [1]에 따라 내진 성능을 

평가해 왔다. 요령 상, 대부분의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중철골조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이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내진성능평가시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 또한 국

내외 이중철골조시스템에 대한 기존 내진성능평가는 비선형정적해석에 대

한 결과만으로 평가결과를 제시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비선형 해석 변수

가 다양하고 모델링이 복잡하여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석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은 탄성해석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혹은 실제 사례 등 객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평가의 객관적, 공학적 근

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령을 기반으로 세장한 가새를 갖는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진성능평

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장시

설물을 대상으로 제안된 프로세스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1.2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국내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진행 시, 참고되는 지침 및 

요령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학교시설 내

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개발된 ‘기

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 소방방재청에서 개발된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3]으로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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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용되는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 요령’에 대한 내

진성능평가 프로세스와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1.2.1 철골조의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3)’에서는 KBC2009 [4]를 

따라 내진성능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Table 1은 ‘KBC2009’

에서의 시설물 내진등급에 따른 내진성능 목표이다.

요령에서의 내진성능평가 단계는 간단한 약산식으로 평가하는 예비평

가, 탄성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비선형정적해석

(Pushover)을 이용하는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Fig. 1은 기존 철골조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시, 요령상에서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요령에 따라 세장한 가새를 사용한 이중철골조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경우, 구조시스템 분류, 가새의 평가방법 

등, 평가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요령에서의 철골조 횡력저항시

스템은 횡력에 대하여 모두 모멘트골조가 받아주는 ‘철골모멘트골조’와 가

새가 모두 부담하는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로 분류된다. 하지만 횡력저항

시스템으로 철골모멘트골조와 가새가 혼용된 이중철골조건물의 경우, 요

령에 따라 구조시스템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세장한 가새가 사

용된 철골모멘트골조의 경우, 세장한 가새는 압축력을 분담하기 어렵고 철

골모멘트골조가 중력하중을 부담하는 역할을 갖기 때문에 가새만의 연직

하중분담률로써의 내진성능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에 관한 기존연구 [5]에서는 이중철골조

시스템은 모멘트골조와 가새의 횡력저항시스템 성능이 중첩되어 전체시스

템의 내진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세장한 가새를 갖는 이

중철골조시스템의 경우, 세장한 가새가 횡력저항시스템 요소가 아닌 시스

템의 사용성과 안정성을 위해 시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진력을 적용할 

시, 세장한 가새가 붕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선형정적해석을 이용하는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시, 기존연구 [6]

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비선형 속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해석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단계 내진

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할 시, 평가자는 해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요령을 기반으로 세장한 가

새를 사용한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프로세스에 따라 세장한 가새가 사용된 대규모 공장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례연구와 상용 프로그램 간의 교차검토를 진행하였다. 

1.3 대상 시설물의 개요

1.3.1 대상 시설물의 개요 및 특징

일반적인 공장 시설물의 특징은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대공간 형태를 가

지며 시설물 내부에는 복잡한 설비시스템과 대형의 중량장비들이 존재하

는 것이다(Fig. 2). 따라서 평가자는 이러한 용도에 따른 특징 및 중요성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방향 및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장 시설물의 현 상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이후, 보강 안을 

선정할 시에도 엔지니어는 공장 시설물의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여러 환

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공장 시설물의 상시 가동 여부, 기존 

설비들의 위치, Loading Dock과 같은 입면에 대한 변경 여부 등 구조 외적 

사항을 고려하여 보강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2,852 m2의 공장 시설물로써 지상 4층(중층포

함), 최고 높이 23.1 m의 대공간 철골 구조물이다. 준공년도는 1990년으로 

당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적

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상 시설물의 기준층 평면도는 Fig. 3과 같다.

요령에 따라 대상 시설물은 내진 Ⅱ등급 시설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Table 1. Basic performance objective for existing buildings

Performance objective for 

2/3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KBC2009 seismic rating

Immediate occupancy Seismic special rating

Life safety Seismicⅰrating

Collapse prevention Seismicⅱrating

Collapse X

Fig. 1.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bout steel struc-

ture

Heavy machine Complex equipment

Fig. 2. Features of facto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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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시, 2400년 재현주기의 2/3 크기 지진에 대한 성능목표는 붕

괴방지(CP) 수준이다.

대상 시설물은 외형적으로 철골모멘트골조와 철골중심가새가 함께 존

재하는 건물 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준다. 철골모멘트골조의 보-기둥의 접합

부는 Bracket Bolting Type으로 모멘트 접합이 되어 있다. 가새에 대한 기

존연구 [7]에서는 일반적인 X, V, K자형의 강관 가새에 대한 실험적, 해석

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상시설물 가새는 풍하중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시공된 것으로 분석되며 단면은 2L-90×90×10 (1층), 2L- 

75×75×9 (2층), L-75×75×9 (3층)의 세장한 부재로 주변 프레임에 용접된 가

셋 플레이트와 고장력 볼트로 전단 접합되어 있다. 

대상시설물은 180 m길이의 건물 중앙에는 25 mm의 신축이음(Expan-

sion Joint)이 존재한다. 이는 대상건물에 지진 발생시, 건물의 충돌(Poun-

ding Effect)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 시, 반드시 충돌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Fig. 4).

1.3.2 세장한 가새를 사용한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3)’에서는 횡력저항시스

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중력방향 하중(1.0 DL+0.25 LL)에 대한 연직하중

분담률로써 대상 시설물의 최종적인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세장한 가새를 사용한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시, 

연직하중분담률로써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지진력에 대한 세장한 가새의 

강도측면에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라도 철골구조물에서의 세장한 가새는 시스템 강성에 많은 부분 기여한다. 

하지만 횡력저항시스템의 요소가 아닌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사용성등을 

위해 시공되기 때문에 지진력에 대한 세장한 가새의 붕괴여부 검토를 위해 

강도측면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 시설물의 횡력저항시스템은 외관상으로 철골모멘트골조와 세장

한 가새로 구성된 이중철골조시스템이다. 따라서 요령을 기반으로 대상 시

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1) 대상 시설물을 ‘철골모멘트골조’의 구조시스템만으로 분류할 경우, 가

새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때문에 철골모멘트골조에 대한 과도한 보강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내진성능 상세평가 시, 철골모멘트골조만의 파괴

메커니즘 이 세장한 가새가 존재하는 상황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2) 대상 시설물을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의 구조시스템만으로 분류할 

경우, 요령상의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구조시스템은 횡력에 대하여 

가새가 100% 분담하는 구조시스템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상시설물

은 내부에 중력하중과 횡하중을 함께 분담하는 철골모멘트골조가 존

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정은 맞지 않다. 또한 ‘가새가 있는 철골골

조’의 경우는 철골가새만의 연직하중분담력을 통해 내진성능이 평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시설물은 중력하중에 대해 철골모멘트골조가 분

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새만의 연직하중분담률로써의 평가가 의

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비선형정적해석(Pushover)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용프로그램 상의 비

선형 해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비선형해석을 

위한 부재의 비선형속성(Nonlinear Hinge Properties)이 많아질수

록 상용프로그램상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선형해석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만큼 탄성해석을 이용한 1

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보다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

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할 경우, 

해석 결과 및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 제안

2.1 이중철골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 계획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3)’을 기반

으로 하여 세장한 가새를 사용한 이중철골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대상 시설물은 요령상의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혹은 ‘철골모멘트골조’

의 구조시스템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강도측면의 탄성해석 평가인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위주의 보수적

인 평가 프로세스를 계획하였다(Fig. 5).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이후, 

대상 시설물의 기존 상태에 대한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철골모멘

트골조와 철골모멘트골조+세장한 가새의 모델에 대하여 각각 철골모멘트

프레임의 연직하중분담률과 가새의 강도측면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종합

Fig. 3. Standard floor plan of target facility

Foreground Angle brace

Slab expansion joint (25 mm) Wind column

Fig. 4. Structure features of target facility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2권 1호 (통권 제120호) | January 2018

36

하여 현재 내진성능 수준 평가 및 파괴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만약 목표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보강안을 선정하고 1단계 내진성

능 상세평가를 다시 진행하여 강도측면에서 평가 목표를 만족시킨다(Fig. 

6). 현재 상태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보강 이후, 

철골모멘트프레임의 연직하중분담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보강안에 대

하여 강도측면에서의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필요로 할 경우,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

선형정적해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관적, 환경적 요소를 최소

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추가적인 연구는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판단 하에 객관

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진행된 연구를 2단계 내진성능 상

세평가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1단계,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가

지 구조해석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교차검토를 진행하였다.

3.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3.1 상용 프로그램 간의 반력 및 고유치 분석

대상 시설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하기 이전, 

두 가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검토를 통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 별로 현재 상태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 후(Fig. 7), 중

력하중에 대한 반력과 고유치를 비교 분석 하였다.

두 가지 상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하였을 때, 중력하중에 대한 반력

으로는 고정하중(D.L.)에 대해서만 약 2%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나고 활하

중(L.L.)과 장비하중(F.L.)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반력에 있

어 동일하다고 분석하였다(Table 2).

가새를 제외한 철골모멘트골조의 고유치 비교에서는 질량참여율이 대

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주기에서는 미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3가지 모드에 대한 질량참여율은 대력적으로 3%미만의 미미한차이가 

존재하였고 주기에 있어서는 약 5%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Table 3). 두

가지 상용프로그램의 반력 및 고유치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슬

Fig. 5.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of current dual 

steel structure system

Fig. 6.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dual steel struc-

ture system after reinforcement

‘E’ program ‘M’ program

Fig. 7. Modeling in commercial programs

Table 2. Reaction force comparison

Program

Reaction
‘E’ Program (kN) ‘M’ Program (kN)

‘E’ Program /

‘M’ Program (%)

D. L. Reaction 236295 231595 102.03

L. L. Reaction 23038 23038 100.00

F. L. Reaction 28736 28736 100.00

Table 3. Eigenvalue comparison

Program

Mode

‘E’ Program ‘M’ Program
‘E’ Program /

‘M’ Program

Period

Sec

Mass 

%

Period

Sec

Mass 

%

Period

%

Mass 

%

Mode 1 1.51 UY, 95 1.44 UY, 96 105 99

Mode 2 1.29 UX, 82 1.22 UX, 80 106 103

Mode 3 1.09 RZ, 83 1.03 RZ, 82 10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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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 모델링의 유/무, 보 모델링 유/무 등 모델링 기법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용프로그램의 결과에서 미미한 차이가 존재하였

지만 탄성해석 상의 부재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반력과 고유치가 동일

하다고 판단하였고 제안된 프로세스에 따라 이중철골조시스템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 별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며 교차검토를 진행하였다. 

3.2 대상시설물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본 연구에서 대상시설물의 가새는 지진력에 대한 횡력저항시스템이 아

닌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성등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

라서 세장한 가새의 횡력저항시스템 기여도 분석을 위해 2가지 모델에 대

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철골모멘트골조만의 1단계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Fig. 8)하고 두 번째는 철골모멘트골조에 기존 철골가새

를 적용하고(Fig. 9) 평가하여 대상 시설물의 현재 성능수준을 분석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사용한 모델링의 고유치와 중력하중에 대한 반력이 동일

하고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탄성해석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

일한 부재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각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부재, 동일한 부재력에 따라 각각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성

능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는 이하 본문과 같다.

3.2.1 철골모멘트골조(비가새)

대상시설물의 철골모멘트골조에 대해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

하였다. 연직하중분담률에 대한 평가 결과는 수평부재에 대해서 모두 즉시

거주(IO) 수준으로 나타났고(Table 5) 수직부재의 경우, 1층은 붕괴위험

(Collapse), 2층은 붕괴방지(CP), 3층은 즉시거주(IO)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기둥 강보의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기존 철골모멘트골조만

의 전체 시스템 성능은 붕괴위험(Collapse)로 평가되었다.

철골모멘트골조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따르면 골조 자체

가 횡하중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목표성능인 붕괴방지(CP) 수준을 초과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3층은 모두 목표 성능을 만족시키지만 1층의 경우, 

연직하중분담률의 목표성능인 붕괴방지(CP) 수준 이내로 들어오는 부재

들이 대략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골모멘트골조만의 1단

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는 붕괴위험(Collapse)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2.2 철골모멘트골조+세장한 가새

대상 시설물의 철골모멘트골조에 가새를 적용하여 1단계 내진성능 상

세평가를 진행하였다. 기존 철골가새는 주변 프레임에 비하여 세장하기 때

문에 모델링에 있어서 인장력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

라 실제 형태는 ‘X’자 형태이지만 모델링 상에서는 인장력에 대한 보수적 

평가를 위해 한쪽방향 가새 형태로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기존 가새를 적용한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가새의 성능 수평

부재와 수직부재의 연직하중분담률은 모두 즉시거주(IO) 수준으로 평가되

었다(Tables 6, 7). 이는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상

한 대로 세장한 가새라도 시스템 강성에는 많은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Fig. 8. Steel moment frame modeling

Fig. 9. Steel moment frame + brace modeling

Table 4.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bu-

tion ratio (vertical elements)

Vertic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0 44 48 62 66 99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Collapse CP IO

Collapse

Table 5.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

bution ratio (horizontal elements)

Horizont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IO IO IO

IO

Table 6.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bu-

tion ratio (vertical elements)

Vertic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94 95 95 98 99 100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IO IO IO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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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세장한 가새의 성능평가 시, 가새의 붕괴

여부에 따라 평가 결과로써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기존 구조물에 작용하는 중력하중은 철골모멘트골조가 부담하기 때문

에 세장한 가새의 연직하중분담률로써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외방향에 대한 횡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8개의 하중조합에 대

해 평가한 결과, 기존 가새는 2층 붕괴방지(CP), 3층 인명안전(LS) 수준으

로 목표성능을 만족하였지만 1층의 경우, 붕괴위험(Collapse)평가되었다

(Table 8). 1층 가새는 목표성능인 붕괴방지(CP) 수준에 대한 DCR값이 최

대 3으로, 목표성능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새는 설계지진하중에 

대해 저항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철골모멘트골조 +세장한 가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가새가 존재할 경우, 

내부 철골모멘트프레임은 즉시거주(IO) 수준의 연직하중분담률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프로세스 계획 초기에 예상한대로 기존 가새가 세장하지만 시

스템 강성에 대해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새가 모든 하

중조합에 대해 붕괴위험(Collapse)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지진하중이 

적용될 경우, 기존 가새의 붕괴 후, 철골모멘트골조만의 내진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3.2.3 층간변형률 검토

대상 시설물은 1988년 제정된 내진설계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내진설계

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이다. 또한 철골구조물로 층고(1층: H=7.2 m, 그 외: 

H=6.8 m)가 높고 가새가 세장하기 때문에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층간

변형률 검토 시, 목표성능의 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대상 시설물은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

진성능 평가요령 (2013)’의 구조시스템 분류(Table 9)에 명시된 ‘철골골

조’와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횡하중에 대하여 대부분 가새요소가 부담하

는 구조로 가새요소만으로 전체 시스템 성능수준을 결정)’와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요령(2013)’을 따르고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

의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의 층간변형률 허용기준을 따라 철골모멘트골조

와 세장한 가새가 적용된 철골모멘트골조의 층간변형률에 대하여 각각 평

가를 진행하였다.

철골모멘트골조와 세장한가새를 적용한 철골모멘트골조에 대하여 각

각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층간변형률 검토를 진행하였다. 철골모멘트골

조의 경우, 기존 세장한 가새의 영향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Y방향 3층을 제

외한 모든 층이 목표성능인 붕괴방지(CP)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특히 

1층의 층간변형률은 X방향, Y방향 각각 12.682%, 7.823%로 붕괴방지

(CP) 수준의 허용조건인 1.6%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Table 10).

두 번째로 세장한 가새가 적용된 철골모멘트골조의 경우, 앞서 설명한 

철골모멘트골조만의 층간변형률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하지만 X

방향에 대하여 1층 3.367%, 2층 1.888%, 3층 1.268%로 1층과 2층에 대하

여 성능목표 허용기준인 1.6%를 초과하고 있다 Y방향 또한 1층 4.159%, 2

층 1.501%, 3층 1.040%로 2층과 3층은 성능목표 허용기준인 1.6%를 만

족하지만 Y방향 또한 X방향과 동일하게 1층에 대해서는 기준을 크게 초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11).

Table 7.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bu-

tion ratio (horizontal elements)

Horizont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IO IO IO

IO

Table 8.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brace)

Brace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1.1D+0.275L+1.0Ex (%) 0 0 0 0 0 100 0 100 100

1.1D+0.275L-1.0Ex (%) 0 0 0 0 0 100 8 100 100

1.1D+0.275L+1.0Ey (%) 0 0 0 0 100 100 9 100 100

1.1D+0.275L-1.0Ey (%) 0 0 0 0 100 100 16 100 100

0.9D+1.0Ex (%) 0 0 0 0 0 100 0 100 100

0.9D-1.0Ex (%) 0 0 0 0 0 100 8 100 100

0.9D+1.0Ey (%) 0 0 0 0 100 100 9 100 100

0.9D-1.0Ey (%) 0 0 0 0 100 100 16 100 100

Table 9. Story drift ratio criteria of the structure

Structure system
Seismic design Non seismic design

IO LS CP IO LS CP

Steel moment frame 0.7 % 2.5 % 5 % 0.55 % 2.0 % 4 %

Steel frame with brace 0.5 % 1.5 % 2 % 0.4 % 1.2 % 1.6 %

Table 10.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tory drift ratio eva-

luation before seismic retrofit (steel moment frame)

Load Story
Height

mm

Story drift

mm

Story drift ratio

%
IO LS CP

Ex

3F 6800 114.92 1.690 NG NG NG

2F 6800 201.14 2.958 NG NG NG

1F 7200 913.10 12.682 NG NG NG

Ey

3F 6800 76.77 1.129 NG OK OK

2F 6800 135.59 1.994 NG NG NG

1F 7200 563.26 7.823 NG NG NG

Table 11.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tory drift ratio evalua-

tion before seismic retrofit (steel moment frame with slen-

der brace)

Load Story
Height

mm

Story drift

mm

Story drift ratio

%
IO LS CP

Ex

3F 6800 86.19 1.268 NG NG OK

2F 6800 128.40 1.888 NG NG NG

1F 7200 242.42 3.367 NG NG NG

Ey

3F 6800 70.72 1.040 NG OK OK

2F 6800 102.05 1.501 NG NG OK

1F 7200 299.4 4.159 NG 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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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분석

철골모멘트골조만의 강도측면에서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따르면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목표성능인 붕괴방지(CP) 수준을 만족시키

지만 1층의 경우, 수직부재가 붕괴위험(Collapse)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시스템 수준에서의 성능은 붕괴위험(Collapse)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철골모멘트골조와 세장한 가새의 강도측면에서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에서는 철골모멘트골조만의 평가 결과와는 달리, 가새가 횡력을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수평부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직부재들은 연직하중

분담률에 대해 즉시거주(IO)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장한 철골 가새는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모든 하중조합에서 붕괴위

험(Collapse)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기존 세장한 철골가새가 존재함으로 

전체 시스템 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모든 하중조합에서 붕괴되

는 결과로써 횡력저항요소로 설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철골모멘트골조 자체가 연직

하중분담률에서 목표성능수준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지진하중에 

있어 철골가새가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새가 붕

괴될 경우, 앞서 평가한 가새를 제외한 철골모멘트골조만의 성능인 붕괴위

험(Collapse)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새가 전체 하중조합에 대해서 

붕괴방지(CP) 수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철골모멘트골조의 연직하중분담률 

또한 목표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상 시설물의 기존 

내진성능은 붕괴위험(Collapse) 수준으로 목표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강안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변형률 검토 결과, 세장한 가새의 유/무에 따라 층간변형률이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새가 지진에 대한 층간변형률 허용기준은 만족

시키지 못하지만 전체시스템의 강성을 증가시켜 안정성과 사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가지 경우 모두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의 붕괴방지(CP)의 허용기준인 1.6%에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철골골조’의 붕괴방지(CP) 허용기준인 4% 또한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1층의 경우, X방향, Y방향 모두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층간변형률에 있어서도 보강안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시설물의 기존 상태가 붕괴위험(Collapse)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제안된 이중철골조시스템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보강안 

선정을 진행하였다. 대상시설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과 목

표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새가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토

대로 대상시설물의 보강안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보수적인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4. 보강안을 적용한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4.1 대상 시설물의 보강안 선정

대상 시설물은 중앙부 E/J로 분리되어 있다. 실제 시설물에 횡하중이 작

용할 시, 건물 간의 충돌(Pounding Effect)가능성이 존재하여 건물의 일체

거동을 위해 E/J를 연결하는 보강이 필요하다(Fig. 10).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목표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

중조합에서 붕괴방지(CP) 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철골모멘트골조

에 대한 보강 또는 철골가새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철골모멘트골조만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의하면 붕괴방지

(CP) 수준을 만족하는 연직하중분담률은 48%로 내부 골조 보강으로써 목

표성능의 기준인 80%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골조 보강이 필

요하다. 또한 공장시설물 내부는 상시가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부의 골

조 보강이 이뤄질 경우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모멘트 골

조에 대한 보강보다는 외각 철골 가새를 보강함으로써 보강 물량을 절감하

고 공장 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J를 연결하여 보강하였을 경우, 온도하중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1층 보강 가새는 X방향으로 H-200×204×12×1 16개소, 

Y방향으로 H-300×300×10×15 4개소를 가셋 플레이트에 용접하여 전단 

접합을 계획하였다(Figs. 11, 12). 보강 가새의 위치는 입면을 고려하여 선

정하였고 10 m이상의 장스팬으로 압축 내력이 미미하여 인장력에 대한 보

수적인 평가를 위해 한쪽방향 가새 보강안을 적용하였다.

4.2 보강 후, 대상시설물의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보강된 가새는 모두 하중조합에 대해서 붕괴방지(CP) 수준을 만족하였

Individual behavior of facility Integral behavior of facility

Fig. 10. Behavior of taget facility by expansion joint

Fig. 11. Seismic retrofit of target facility

Fig. 12. Steel moment frame + retrofit brac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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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4). 이에 따라서 연직하중분담률에 있어 철골모멘트골조는 즉시

거주(IO) 수준을 만족하여(Tables 12, 13) 내진 Ⅱ등급 시설물의 성능목표

인 붕괴방지(CP) 수준을 만족하였다.

대상 시설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한 결

과, 가새의 붕괴여부에 따라 연직하중분담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새가 붕괴될 경우, 철골모멘트골조만이 지진하중을 부담하

게 되며 연직하중을 받아줄 수직부재가 상당부분 붕괴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보강 안을 적용할 경우, 보강된 H형강 가새가 지진하중조합에 대해 

붕괴방지(CP)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모멘트골조가 연직하중분담률에 있어 

즉시거주(IO) 수준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보강 후, 층간변형률 검토

선정한 보강안을 적용하여 층간변형률을 검토해본 결과, X방향은 성능

목표 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지만 Y방향 1층의 층간변형률은 2.126%

로 허용기준인 1.6%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4.4 보강 후,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분석

붕괴위험(Collpase) 수준으로 평가된 대상 시설물에 보강안을 적용하

여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하였다. 보강된 가새가 최소 붕괴방지

(CP) 수준의 성능을 보임으로써 내부 모멘트골조의 연직하중분담률이 목

표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보강된 가새는 단면에 비하여 장스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장내력에 비

하여 압축내력이 미미하다. 따라서 인장력에 대해 면외방향 하중을 제외한 

8개 하중조합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모두 붕괴방지(CP) 수준을 만족시켰

고 이에 따라 내부 모멘트 골조의 연직하중분담률이 목표성능인 붕괴방지

(CP)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강안을 적용함으로써 강도측면의 목표성능을 만족시켰지만 층간변

형률에 대해서는 Y방향 1층에서 목표성능의 허용기준(1.6%)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상 시설물의 층고가 높고 철골 구조물인 점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의 입면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의 1층 Y방향에 대한 보강은 불가하여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통해 층간변형률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4.5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Pushover)

탄성해석을 기반으로 한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와는 달리, 2단계 내

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구조요소 모델링, 비선형속성 적용을 위한 부재들

의 그룹화, 수직부재의 모멘트 강도 산정을 위한 축력 고려, 성능점 산정 방

법 선정 등을 비롯하여 비선형 해석을 위한 주관적, 환경적 요소가 해석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통해 대상 시설물은 1층에서 가장 취약하고 

철골모멘트 골조보다 가새가 먼저 항복하는 파괴 매커니즘을 갖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고 외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내

진성능 상세평가 진행 이전,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 

및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시, 부재에 대한 비선형 속성 모델링은 요령 및 

ASCE41-06 [8]에 따라 진행하였다.

4.5.1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4.5.1.1 비선형 속성 적용 부재에 따른 성능곡선 비교 분석

모델링에 적용하는 비선형 속성이 많아질수록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다. 첫 번째로 상용프로그램 상에서 해석 수렴도가 낮아지고 해석시간이 증

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부재들의 그룹핑 작업에 따라 비선형정적해석 결과

가 상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환경적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Table 12.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

bution ratio (vertical elements)

Vertic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97 97 97 93 96 99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IO IO IO

IO

Table 13.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vertical load distri-

bution ratio (horizontal elements)

Horizontal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Story performance leve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ystem performance level
IO IO IO

IO

Table 14.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brace)

Brace element
1F 2F 3F

IO LS CP IO LS CP IO LS CP

1.1D+0.275L+1.0Ex (%) 0 100 100 0 50 100 0 100 100

1.1D+0.275L-1.0Ex (%) 0 100 100 0 50 100 0 100 100

1.1D+0.275L+1.0Ey (%) 0 0 100 0 100 100 43 100 100

1.1D+0.275L-1.0Ey (%) 0 0 100 0 100 100 43 100 100

0.9D+1.0Ex (%) 0 100 100 0 50 100 0 100 100

0.9D-1.0Ex (%) 0 100 100 0 50 100 0 100 100

0.9D+1.0Ey (%) 0 0 100 0 100 100 43 100 100

0.9D-1.0Ey (%) 0 0 100 0 100 100 43 100 100

Table 15. 1s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tory drift ratio eva-

luation after seismic retrofit

Load Story
Height

mm

Story drift

mm

Story drift ratio

%
IO LS CP

Ex

3F 6800 69.86 1.027 NG OK OK

2F 6800 95.64 1.407 NG NG OK

1F 7200 81.45 1.131 NG OK OK

Ey

3F 6800 58.38 0.859 NG OK OK

2F 6800 87.13 1.281 NG NG OK

1F 7200 153.06 2.126 NG NG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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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파괴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비선형 속성의 최

소화를 진행한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상 시설물은 

약기둥 강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둥과 가새가 먼저 파괴되는 시스템이

기 때문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기둥과 가새에 모두 FEMA hinge [9]를 적용

한 비선형정적해석 결과와 가새만 FEMA hinge를 적용한 비선형정적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둥과 가새에 모두 비선형속성을 적용한 결과, 초기 가새가 항복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강성이 감소하여 진행된 이후, Sd=280 mm부터 기둥

이 점차 항복하며 강성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가새

에 대해서만 비선형 속성을 적용시켰을 경우, 가새의 항복에 의한 초기 시스

템 강성의 변화 이후 강성변화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3). 즉, 

두가지 경우에서 철골가새의 초기 항복 이전과 직후까지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가새의 항복이 진행된 이후에는 기둥의 항복으로 인해 거동의 차

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4.5.1.2 비선형 속성 적용 부재에 따른 성능점 비교 분석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와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상 시설물은 가

새가 먼저 붕괴되고 이후 기둥이 붕괴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새와 기둥에 비선형 속성을 적용한 비선형정적해석 결

과와 가새에만 비선형속성을 적용한 비선형정적해석 결과가 기둥의 항복

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각 경우에서 

성능점의 차이를 분석해보기 위해 기둥과 가새에 비선형속성을 적용한 경

우와 가새에만 비선형 속성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FEMA440 [10]에서 제

안하는 방식으로 성능점(Performance Point)을 산출하여 비교를 진행하

였다(Table 16).

기둥과 가새에 비선형속성을 적용하였을 때 가새를 제외한 모든 부재들

은 성능점에서 탄성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두가지 경우에서 성능점이 동일

한 위치에 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상 시설물의 성능점이 철골가

새 초기 항복 직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만약 초기 

항복 직후가 아닌 기둥의 항복이 진행되는 곳에서 성능점이 나타난다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성능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결

과를 토대로 본 대상 시설물에 대한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비선형 해

석에 대한 단순화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가새에 대해서만 비선형속

성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Brace+column application

Only brace application

Fig. 13. Pushover curve according to nonlinear hinge application

Table 16. Properties at performance point

Axis

Property
X-axis Y-axis

Application
Brace & 

Column
Only brace

Brace & 

Column
Only brace

Shear force 42691 kN 42656 kN 35733 kN 35664 kN

Sa 0.158 g 0.158 g 0.126 g 0.126 g

Sd 68.1 mm 68.1 mm 85.8 mm 85.9 mm

‘E’ Program X-axis

‘M’ Program X-axis

Fig. 14. X-axis capacity curve of each commercial program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2권 1호 (통권 제120호) | January 2018

42

4.5.1.3 상용프로그램 간의 비선형 해석 결과 비교분석

‘E’ 프로그램과 ‘M’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대상시설물에 대해 비선형정

적해석(Pushover)를 수행하고 성능점에 대하여 교차검토를 진행하였다.

두가지 상용 프로그램에서 모두 가새 부재에 비선형 속성을 적용하고 X, 

Y방향에서 성능점을 산출하였다(Figs. 14, 15). 그 결과, 두가지 상용 프로

그램에서 동일한 성능점이 산정되었고 이를 통해 프레임 구조에서의 성능

점 값은 두가지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Table 17). 

보강된 H형강 가새는 인장력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한쪽방향 가

새로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반대로 압축거동을 포함할 수 있는 ‘X’형 

가새를 적용할 경우, 시스템 강성의 증가로 성능곡선(Capacity Spectrum)

이 더 우수하게 도출되고 성능점 또한 탄성구간 혹은 탄성구간에 더 근접한 

위치에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4.5.2 보강 후,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층간변형률 검토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시, 층간변형률이 목표성능 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수행하였고 성능점(Performance Point)

에서의 층간변형률을 분석하였다. 연직하중분담률 검토는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목표성능을 만족하였고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한 사

례연구 진행 결과, 성능점에서의 골조 부재들이 탄성상태에 있음을 확인함

으로써 제외하였다. Fig. 16은 각 방향 성능점에서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성능점에서의 층간변형률이 X방향 최

대 0.712%, Y방향 최대 1.045%로 붕괴방지(CP)수준 뿐만 아니라 인명안

전(LS) 수준까지 만족하였다(Table 18). 따라서 보강안을 적용할 경우, 대

상 시설물의 최종성능은 인명안전(LS)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13)’은 국내의 내진성능평

가 지침 및 요령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령으로 해외 지침인 

‘E’ Program X-axis

‘M’ Program X-axis

Fig. 15. Y-axis capacity curve of each commercial program

Table 17. Properties at performance point

Axis

Property

X-axis Y-axis

‘E’ Program ‘M’ Program ‘E’ Program ‘M’ Program

Shear force 42656 kN 41920 kN 35664 kN 37050 kN

Sa 0.158 g 0.154 g 0.126 g 0.126 g

Sd 68.1 mm 71.1 mm 85.9 mm 87.7 mm

X-axis behavior at performance point

Y-axis behavior at performance point

Fig. 16. Target facility behavior at performance point

Table 18. 2nd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tory drift ratio eva-

luation after seismic retrofit

Load Story
Height

mm

Story drift

mm

Story drift 

ratio %
IO LS CP

Ex

3F 6800 18.2 0.268 OK OK OK

2F 6800 31.5 0.463 NG OK OK

1F 7200 51.3 0.712 NG OK OK

Ey

3F 6800 12.9 0.190 OK OK OK

2F 6800 24.4  0.358 OK OK OK

1F 7200 75.3 1.045 NG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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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41-0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ASCE41-06과 달리 요령에

서는 횡력저항시스템의 연직하중분담률로써 최종적인 성능을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스팬의 세장한 가새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의 경

우, 세장한 가새가 횡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지만 중력하중에 대해서

는 내부 모멘트 골조가 분담하기 때문에 가새의 연직하중분담률로써의 평

가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세장한 철골가새가 존재하는 

이중철골조 공장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시, 이러한 요령상의 한

계점, 상용프로그램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해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진행하였다.

외관 상, 이중철골조시스템인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시, 요령 적

용과 상용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하였다. 첫번째로 

대상 시설물은 요령 상의 구조시스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철골조시

스템이란 점이다. 두 번째로는 상용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해석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대상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상시 가동 여부와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였을 때, 

보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장한 가새가 사용된 

이중철골조시스템에 대하여 요령을 기반으로 한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이중철골조시스템

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

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진행할 

시,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

한 2가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교차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내진성

능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내진성능평가 사례는 비선형정적해석(Pushover)결과만

이 평가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용 프로그램의 편의성만을 활용하

여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내진성능평가의 대상시설물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평가자

는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 용도, 크기, 사용빈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

려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커지고 있다. 또한 평

가자는 내진성능평가 요령을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방법

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함으

로써 합리적인 평가 결과 제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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