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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증폭계수를 용한 비 칭 비가새 골조 2차 해석 평가

Evaluation of the Second Order Analysis of Asymmetric Unbraced Frame 

by using Load Amplification Factor

김 희 동1)†

Kim, Hee Dong


요 약 : 본 연구는 비 칭 비가새 골조를 상으로 강구조 설계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법의 타당성을 해석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KBC 2005에서 제안하고 있는 B1  B2 계수를 용한 2차 해석과 KBC 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 증폭계수를 용한 직 해석을 5층 2스팬  5층 4스팬 비 칭 비가새 강구조 골조에 해 실시하고, 그 해석 결과를 2차 비탄성 해석 결

과와 비교하여 기 에서 제안된 2차 해석법들을 평가하 다. 해석의 주요 변수로는 골조 형상, 기둥 축력비, 해석방법, 기둥수평 치 등이 용되었

다. 연구 결과 구조물의 비 칭성은 B2 계수  제안된 해석법의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둥삭제  경사 기둥의 경우 오

차의 범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second-order analysis for asymmetric unbraced 

frame using the load amplification factor suggested by design codes. For this purpose, the first-order analysis with the B1 

and B2 factors suggested by KBC 2005 and the direct analysis with the load amplification factors suggested by KBC 2009 

were performed for five story - two bay and five story - four bay asymmetric unbraced steel fram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second-order inelastic analysi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suggested 

methods. The main parameters of the analysis were the shape of the frame, the axial load ratio of the column, the methods 

of analysis and the location of colum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asymmetric shape of the frame deteriorates  the 

validity of the factor B2 and the suggested methods. The range of error is increased in case of irregular or inclined column.

핵 심 용 어 : 하 증폭계수, 비 칭, 비가새 골조, 2차 해석, 직 해석법, B2 계수

KEYWORD : load amplification factor, Asymmetic, unbraced frame, second order analysis, direct analysis method, factor B2



1. 서 론

비 칭 구조물은 기하학  특성으로 인하여 칭성을 가진 

골조에 비해 P-Δ  P-δ와 같은 불안정 상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특히 별도의 횡력 항 시스템 없이 기둥과 보  

합부의 강성만으로 횡력에 항하는 비가새 골조일 경우 이

러한 불안정 요인들에 한 명확한 평가의 요성은 더욱 증가

한다(Galambos, 1968; 1998, Kim, 2002; 2009). 

재 각국의 설계기 에는 P-Δ  P-δ와 같이 구조물의 안

정성에 큰 향을 미치는 2차 효과를 간단한 1차 탄성해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하 증폭계수법(load 

amplification factor method)이 2차 해석법의 하나로 제안

1) 교신 자. 제철 과장, 공학박사, 건축구조기술사

    (Tel. 02-772-2233, Fax. 02-772-2240, E-mail : drkimhd@hanafos.com)

되고 있다. 2)

재 국내 강구조설계에 용이 허용되는 설계기 인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 (이하 KBC 2005( 한건축학회, 2005))

의 강구조 설계편에도 구조물의 2차해석법의 하나로 하 증폭

계수인 B1  B2 계수와 1차 탄성해석결과를 이용한 2차 해석

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개정 된 건축구조설계기

(이하 KBC 2009( 한건축학회, 2009))에서도 다양한 형태

의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의 기 들에서 제안된 하 증폭계수  이를 

용한 2차 해석법은 칭형 골조를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한건

축학회 2005, 2009). 따라서 칭형 골조와 기하학  특성에

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비 칭 골조에 설계기 에서 제안된 하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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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석 상 골조 (5층 4스팬, X-Z 입면)

분류 탄성해석법 직 해석법

련기 KBC 2005 KBC 2009

기하학  

불완 성
외부 모델링을 통해 고려 가상하 을 통해 고려

비탄성 효과 고려 불가
가상하   강성 감소를 

통해 고려

P-δ 효과 B1 계수 용 B1 계수 용

P-Δ 효과
B2 계수 용

(RH = 1.0)

B2 계수 용

(RH = 1.0 / 0.85)

용 상 구체  구분 없음
B2 > 1.5 인 경우

의무  용

증폭 하 모멘트에 한정 축력 / 모멘트 동시 증폭

Pn 산정 K 값 산정 K=1.0 용

표 1. 하 증폭계수 이용 2차 해석법 비교

증폭계수를 이용한 2차 해석법을 용할 경우, 결과의 유효

성에 한 평가가 필요하게 된다.

자는 각 설계기 에서 제안되고 있는 하 증폭계수와 련 

설계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층 철골조 칭 비가새 

골조의 하 증폭계수(B2 계수) 특성에 한 해석  실험  

연구(Kim, 2002, 2009 ; 김희동, 2009)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번 연구는 비 칭 비가새 골조의 하 증폭계수 용 

타당성 평가의 기 단계로 골조의 형상(shape)에 따라 유발

되는 비 칭 비가새 골조를 상으로 KBC 2005의 하 증폭

계수를 이용한 2차 해석(이하 탄성해석)과  KBC 2009의 하

증폭계수를 이용한 직 해석법(이하 직 해석법)의 결과를 

2차 비탄성 해석법(이하 비탄성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각 기

에서 제안된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법의 비 칭 골

조 용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

2.1 2차 해석법

KBC 2005에서는 1차 탄성해석 결과로 얻어진 휨모멘트와 

하 증폭계수인 B1, B2 계수를 용한 탄성 2차 해석을 허용

하고 있다.

따라서, KBC 2005에서는 2차 효과에 의한 하 증폭효과를 

휨모멘트에서만 고려하고 있어 축방향 소요강도 변화는 직  

고려하지 않는다. P-Δ효과를 고려하기 한 B2 계수는 

LeMessurier (LeMessurier, 1972)에 의해서 제안된 층강

성(story stiffness) 개념에 의한 하 증폭계수와 Yura 

(Yura, 1971)에 의해서 제안된 층좌굴(story buckling) 개

념에 의한 하 증폭계수가 제안되어 있다( 한건축학회, 

2005).

KBC 2009에서는 2차 횡변   1차 횡변 의 비( 는 

B2 계수)가 1.5를 과할 때의 소요강도는 Surovek-Maleck 

 White (Surovek-Maleck, 2004 ; 2005 ; White, 

2006) 등에 의해 제안되어진 직 해석법을 용하여 산정하

도록 규정 하고 있다. KBC 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 증

폭계수를 용한 직 해석법에서는 소요2차휨강도와 축강도를 

가상수평하   감소된 횡강성을 용한 1차 해석 결과와 

하 증폭계수들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한, 직 해석법에서는 부재의 공칭강도 산정시 유효좌굴길

이계수   을 사용하여 공칭압축강도  를 산정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 한건축학회, 2009). 상기의 두 해석법

의 용방법은 선행된 연구(김희동, 2009)에 상세히 기술되

어 있으며, 각 해석법 간 차이를 표 1에 간단히 정리하 다.

2.2 해석 상 골조

본 해석에서는 5층 2스팬  5층 4스팬 층 강구조 비

칭 비가새 골조를 해석 상 골조로 선정하 으며, 골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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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규모 축력비 비 칭성

23ANN 5층 2스팬 0.3 기둥 삭제

23NAN 5층 2스팬 0.3 Set Back

23NNA 5층 2스팬 0.3 경사 기둥

26ANN 5층 2스팬 0.6 기둥 삭제

26NAN 5층 2스팬 0.6 Set Back

26NNA 5층 2스팬 0.6 경사 기둥

43ANN 5층 4스팬 0.3 기둥 삭제

43NAN 5층 4스팬 0.3 Set Back

43NNA 5층 4스팬 0.3 경사 기둥

46ANN 5층 4스팬 0.6 기둥 삭제

46NAN 5층 4스팬 0.6 Set Back

46NNA 5층 4스팬 0.6 경사 기둥

2 3 A N N E S L (변수 명 표기법)

 기둥 치

 (R : 우측외곽, L : 좌측 외곽)

 B2 산정 방법

 (S : 층강성, B : 층좌굴)

 용 기

 (E : KBC2005, D : KBC2009)

 경사기둥 용 여부

 (A : 용, N : 미 용)

 Set Back 용 여부

 (A : 용, N : 미 용)

 기둥삭제 용 여부

 (A : 용, N : 미 용)

 축력비 

 (3 : 0.3, 6 : 0.6)

 스팬수

 (2 : 2 스팬, 4 : 4 스팬)

표 3. 해석 상 변수

구분 단면치수 강종

보부재 H-612×202×13×23 / BH-1000×300×20×50 SM400

기둥부재
H-400×400×13×21 / H-428×407×20×35

H-498×432×45×70
SHN490

표 2. 부재 단면

탄성 단계 = 선형이탈 단계 / 2

선형이탈 단계

그림 2. 수평하  산정

상에 의한 비 칭성을 유발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3가지 

골조형상을 해석 상으로 선정하 다. 형상 인 비 칭성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 부재의 변화를 주는 방법(보 삭제 등)

도 있으나, B2 계수의 용을 해서는 층단  계산이 필요

하므로 명확한 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 검

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번 연구에서는 기둥재 변화로 

기인한 골조 형상의 비 칭을 용하여 해석 상 골조를 선

정하 다. 

구체 인 해석 상 골조를 살펴보면 기둥재 스팬 간격의 

변화  상부층과의 연속성이 단 되는 기둥 삭제 경우(그림 

1 (a)), 골조의 형상에서 비 칭성을 유발하는 set back 경우

(그림 1 (b)), 그리고 기둥재에 경사가 발생하여 상, 하부 

에 기변 가 발생하는 경사기둥 경우(그림 1 (c))가 있다. 

기본 으로 스팬은 X 방향으로 12,000mm를 용하 으

며, Y 방향으로는 8,000mm를 용하 다. 단, 기둥 삭제 

부 는 하 이가 발생하므로 스팬을 14,000mm로 하 다. 

그리고 1층 층고는 5,000mm를 용하 고 이외 층의 층고

는 4,000mm를 용하 다(그림 1 참조).  용된 골조의 

기둥-보 합부는 모두 강 으로 가정하 으며, 지  조건은 

고정단으로 하 다. X 방향의 횡력 항 시스템으로 비가새 

골조 (모멘트 골조)를 용하 으며, Y 방향의 경우 가새 골

조로 가정하 다. 해석 상 골조에 용되는 하 은 모두 

하 (nodal load)으로 고려하 다. 

부재설계는 서울 소재 일반 사무소 건물을 가정하여 수행

하 으며, 해석 결과의 상호 비교를 해 가능한 동일 단면이 

용될 수 있도록 하 다. 다만, 기둥 삭제의 경우 일종의 

이보(transfer girder)가 형성되므로 련 부분의 부재는 하

 달에 무리가 없도록 단면을 조정하 다. 본 연구에 용

된 부재 단면은 표 2와 같다. 

2.3 주요 변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2 에서 언 된 비 칭 유발 요인인 골조 

형상과 함께 선행 연구(김희동, 2009, Kim, 2002 ; 2009)

를 통하여 악된 주요 인자인 축력비와 강구조 설계 기   

B2 계수 산정방법, 기둥재의 수평  치 등을 주요 해석 변

수로 선정하 다. 구체  고찰 상은 기하학  비선형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1층 외곽부 기둥재 (Kim, 2002 ; 

2009)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용된 축력비는 동일 기둥열에 작용하는 모

든 축방향 하 의 단순합에 의한 최하층 기둥재의 축력비

를 의미하며, 휨모멘트에 의해 부재 항복이 지배되도록 유도

한 축력(0.3) 경우부터 축력에 의해 부재 항복이 지배되도록 

유도한 고축력(0.6) 경우까지를 변수로 선정하 다. 단, set 

back에 의해 상부 향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하층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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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

ESL

M_

EBL

M_ 

DSL

M_ 

DBL
M_L

M_

ESR

M_

EBR

M_

DSR

M_

DBR
M_R

23ANN

탄

성

1167 1182 1203 1213 1138 1623 1639 1659 1670 1658 

23NAN 584 602 619 633 597 570 589 606 620 582 

23NNA 372 398 390 423 402 332 358 350 383 357 

26ANN 508 495 466 455 456 1541 1555 1581 1592 1604 

26NAN 317 339 374 394 361 310 333 368 388 351 

26NNA 15 12 23 22 121 56 73 35 41 103 

43ANN 534 541 550 555 523 1684 1706 1732 1747 1738 

43NAN 616 632 649 660 628 572 589 605 617 578 

43NNA 503 525 525 550 528 418 442 440 467 434 

46ANN 240 248 263 270 245 1501 1519 1551 1566 1586 

46NAN 307 325 359 373 347 288 307 339 355 324 

46NNA 97 102 121 134 144 8 8 25 36 45 

23ANN

선

형

이

탈

2597 2627 2653 2673 2622 3037 3068 3293 3315 2945 

23NAN 1178 1215 1236 1263 1211 1152 1189 1210 1238 1158 

23NNA 1163 1226 1205 1274 1209 1098 1161 1180 1208 1124 

26ANN 939 973 1014 1039 939 2045 2070 3170 3207 2073 

26NAN 617 661 700 737 669 605 650 605 619 631 

26NNA 777 901 829 991 828 696 818 753 771 752 

43ANN 1073 1087 1098 1107 1070 3136 3179 3211 3240 2993 

43NAN 1235 1266 1288 1310 1258 1147 1180 1201 1225 1157 

43NNA 1245 1291 1290 1335 1272 1101 1149 1146 1194 1126 

46ANN 490 504 522 533 487 1988 2021 2058 2083 2045 

46NAN 619 655 694 722 664 580 618 656 687 610 

46NNA 666 740 716 809 722 526 603 575 672 600 

표 5. 수치해석 결과 (소요휨강도 : kN․m)

P_E_L P_DSLP_DBL P_L P_E_R P_DSRP_DBR P_R

23ANN

탄

성

4652 4616 4611 4622 5899 5284 5284 5924 

23NAN 3323 3295 3290 3299 3660 3681 3684 3678 

23NNA 3425 3416 3407 3408 3648 3659 3670 3665 

26ANN 10243 10200 10194 10200 10858 10569 10569 10899 

26NAN 6938 6900 6893 6903 7106 7134 7139 7133 

26NNA 7059 7052 7058 7037 7034 7043 7035 7065 

43ANN 3433 3427 3426 3435 5967 6019 6026 6021 

43NAN 3329 3303 3299 3310 3649 3667 3670 3663 

43NNA 3395 3382 3374 3378 3682 3698 3708 3698 

46ANN 7005 6998 6997 6999 10806 10862 10871 10876 

46NAN 6947 6915 6910 6919 7095 7117 7121 7115 

46NNA 7028 7020 7017 7009 7071 7080 7084 7091 

23ANN

선

형

이

탈

4016 3952 3942 3967 6535 6599 6608 6570 

23NAN 3126 3073 3063 3085 3805 3843 3851 3834 

23NNA 3209 3179 3158 3173 3918 3970 3980 3952 

26ANN 9942 9870 9859 9887 11159 11230 11241 11209 

26NAN 6845 6783 6769 6793 7174 7198 7201 7214 

26NNA 6848 6818 6772 6779 7298 7337 7343 7376 

43ANN 3344 3332 3330 3348 6691 6787 6801 6770 

43NAN 3140 3092 3084 3109 3782 3815 3821 3804 

43NNA 3203 3169 3155 3175 3918 3959 3977 3948 

46ANN 6965 6952 6950 6958 11132 11229 11246 11219 

46NAN 6858 6803 6792 6816 7157 7196 7203 7189 

46NNA 6883 6855 6826 6840 7249 7283 7319 7296 

표 4. 수치해석 결과 (소요압축강도 : kN)

용되는 축력비가 동일하도록 상부 축력을 조정하 다.  

해석에 용된 수평하 은 비탄성 해석에 의한 골조의 수

평하 -수평변  계에서 탄성  선형 이탈 단계(그림 2 

참조)의 수평하 을 용하여 평가하 다. 

KBC 2005  KBC 2009에서 각각 제안하고 있는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법에 따른 변화  하 증폭계수

인 B2 계수의 산정방식(층강성  층좌굴 개념)에 따른 차이

를 고찰하기 해 용 기   하 증폭계수 산정 방법 한 

고찰 변수로 선정하 다.  

그리고, 수평하  가력 방향에 따른 기둥재 축방향 하  

변화의 향을 고찰하기 해 기둥의 수평  치도 변수로 

추가하 다. 연구에 용된 구체 인 변수  변수명 표기 방

법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해석 방법  KBC 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직 해석법

의 경우 하 증폭계수 산정시 감소된 횡강성을 고려해야한다( 

한건축학회,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식들을 아래와 같

은 차를 통하여 수치해석에 반 하 다 (Carter, 2006).

(1) τb : 본 연구에서는 τb의 용 신에 기 에서 제안

하고 있는 수평하 에 가상하 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

하여 τb의 효과를 고려하 다.

(2) 휨강성 감소 : 층강성 개념을 이용한 B2계수 산정시, 

탄성해석의 경우 하 과 변 가 선형비례하므로 부재 

휨강성의 감소(0.8EI) 신 1차 해석 결과에 의한 수

평변 를 1.25배 ( ×) 하 으며, 층좌굴 개

념을 이용한 B2 계수 산정시 EI 신에 0.8EI를 직

 용하여 B2 계수를 산정하 다. 

상기에 제안된 하 증폭계수를 용한 2차 해석의 타당성

을 평가하기 해 Chen  Kim 등에 의해 제안(Chen, 

1995 ; Kim, 1998)된 수정소성힌지법을 용한 2차원 2차 

비탄성 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 변형의 향을 고려하기 해 비탄성 

해석 모델링시 층별로 L/500의 기 변형을  변 의 형

태로 해석 모델링에 직  반 하 다. 용된 기변형 값은 

직 해석법에서 용된 가상 수평하 값 산정에 용된 값과 

동일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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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차 해석법에 따른 B2 계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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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평하  단계에 따른 B2 계수 비

0.4

0.6

0.8

1.0

1.2

2
3
A
N

N

2
3
N

A
N

2
3
N

N
A

2
6
A
N

N

2
6
N

A
N

2
6
N

N
A

4
3
A
N

N

4
3
N

A
N

4
3
N

N
A

4
6
A
N

N

4
6
N

A
N

4
6
N

N
A

CASE

변
위

증
가

비

E D

그림 7. 해석법별 수평하  단계에 따른 수평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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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축력비에 따른 B2 계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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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축력비에 따른 1층 수평변  비

해석방법 B2 계수 산정식 수평하  산정

탄성해석 (E)

직 해석 (D)

층강성 (S)

층좌굴 (B)

탄성 단계 (_L)

선형 이탈 단계 (_N)

표 6. B2 계수 분류

상기의 각 해석방법들을 용한 수치해석의 결과  최하층

의 외곽부 기둥재에 소요압축강도  소요휨강도를 각 수평하

 단계에 따라 표 4  표 5에 나타내었다.

3. 해석 결과 고찰

3.1 B2 계수 평가

본 연구에서 용한 설계기 에는 부재차원의 2차효과(P-δ)

를 고려하기 한 B1 계수와 골조차원의 2차효과(P-Δ)를 고

려하기 한 B2 계수가 제안되어 있다. 이들  B1 계수의 

경우 비가새 골조의 거동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고찰 상 하 증폭계수로서 B2 계수를 선

정하 다.

각 변수별 축력비 0.6일 때와 축력비 0.3일 때의 B2 계수비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축력비가 0.3에서 

0.6으로 증가할 경우 B2 계수는 최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기둥이 용된 NNA case의 층강성(S) 

개념 B2 계수가 용된 탄성단계 결과(S_L series)에서는 축

력비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B2 계수가 최  5%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축력비 변화에 따른 1층 수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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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설계식과 비탄성 해석 소요압축강도비 (좌측기둥)

0.98

0.99

1.00

1.01

1.02

23
AN

N
23

NA
N

23
NN

A
26

AN
N

26
NA

N
26

NN
A

43
AN

N
43

NA
N

43
NN

A
46

AN
N

46
NA

N
46

NN
A

CASE

설계
식 

/ R
PH

M 
  

E_R_L DSR_L DBR_L
E_R_N DSR_N DBR_N

그림 9. 설계식과 비탄성 해석 소요압축강도비 (우측기둥)

비율을 나타낸 그림 4에서도 다른 경우와 달리 NNA case 의 

탄성단계 경우 축력비 증가에 따라 수평변  감소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골조의 기하학  특성에 의해 축력비 

증가에 따른 수평변  변화가 향을 받을 경우 수평변 가 직

 하 증폭계수 산정에 여하는 층강성 개념이 용된 B2 

계수의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2차 해석법에 따른 B2 계수의 비율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탄성해석법에 용된 B2 계수는 직 해석법에 

의한 B2 계수에 비해 최  8%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부재의 소성화와 골조의 기변형을 고려하는 직 해석

법의 경우가 P-Δ효과에 의한 향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B2 계수에 국한하여 보면, 수평하 -수평변  계가 선형

일 경우 수평하  단계에 계없이 동일한 골조에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지만 수평하  단계에 따른 B2 계수

의 비를 나타낸 그림 6을 보면 NNA case의 경우 층강성 개

념을 용한 경우 차이가 최  10%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축력비가 증가할 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

시 경사기둥이 존재하는 NNA case에서 발생하는 기하학  거

동 차이에 따른 결과라 단되며 각 해석법별 수평하  단계 

변화에 따른 수평변 의 비(그림 7) 결과에서도 NNA의 경우

가 타 경우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B2 계수 결과는 해석법  산정식에 따라서도 향

을 받지만 구조물의 기하학  형상에 따라서도 상당한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사 기둥과 같이 수

평변  발생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비 칭성을 가진 경

우 그 변화가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소요강도 평가

3.2.1 소요압축강도

각 해석법에 따른 1층 외곽부 기둥재의 소요압축강도를 평

가하기 해 각 변수별 동일 조건으로 수행한 비탄성 해석결

과와의 비를 그림 8, 그림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구분기호

는 해석방법, B2 산정방법, 기둥재 치, 수평하 을 나타낸다.

먼  직 해석법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결과들의 경우 좌, 우

측 모두 오차범  ± 0.8% 이내에서 비탄성 해석결과를 

하게 측하고 있다. 체 으로 수평하 에 의해 압축력이 

추가되는 치에 있는 오른쪽 기둥재의 경우 비탄성해석 결과

에 비해 소요압축강도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수평하

에 의해 인장력이 추가되는 치에 있는 왼쪽 기둥재의 경우 

비탄성 해석 결과에 비해 소요압축강도를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둥삭제의 경우(ANN) 좌, 우 기둥재의 해석법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탄성해석과의 최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는 축력비가 0.3인 

경우에는 0.8%,. 축력비 0.6인 경우에는 0.4% 로 축력비가 낮

은 경우 비탄성해석 결과와 차이가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해석법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결과들의 경우 최  오차범

 ± 1.3% 이내에서 비탄성 해석결과를 측하고 있다. 이 수

치는 직 해석법의 결과에 비해 오차 범 가 다소 증가된 것이

며 이러한 결과는 하 증폭계수가 소요압축강도 산정시에도 

용이 되는 직 해석법에 비해 탄성해석의 경우 소요압축강도 

산정시에는 별도의 하 증폭계수 용이 없어 발생한 결과라 

사료된다. 

체 인 강도 분포면에서도 직 해석법과는 달리 수평하

에 의해 압축력이 추가되는 치에 있는 오른쪽 기둥재의 경

우 비탄성해석 결과에 비해 소요압축강도를 다소 낮게 평가하

고 있으며, 수평하 에 의해 인장력이 추가되는 치에 있는 

왼쪽 기둥재의 경우 비탄성 해석 결과에 비해 소요압축강도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비탄성해석과의 최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는 축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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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설계식  2차 비탄성 해석 휨모멘트 결과비 (좌측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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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설계식  2차 비탄성 해석 휨모멘트 결과비 (우측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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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비탄성 해석 이하 결과 분포

Pn_D_

L

Pn_1_

L

Pn_K_

L

Pn_D_

R

Pn_1_

R

Pn_K_

R
Mn_L Mn_R

23ANN 21837 21837 22783 21837 21837 22783 4667.5 4667.5

23NAN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987.7 1987.7

23NNA 10036 10036 10036 10036 10000 10000 1987.7 1987.7

26ANN 21837 21837 22783 21837 21837 22783 4667.5 4667.5

26NAN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987.7 1987.7

26NNA 10036 10036 10036 10036 10000 10000 1987.7 1987.7

43ANN 10036 10036 10036 23139 21837 22783 1987.7 4667.4

43NAN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987.7 1987.4

43NNA 10036 10036 10036 10036 10000 10000 1987.7 1987.4

46ANN 10036 10036 10036 23139 21837 22783 1987.7 4667.4

46NAN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0036 1987.7 1987.4

46NNA 10036 10036 10036 10036 10000 10000 1987.7 1987.4

․_D : 직 해석법에 의한 축력산정 (Kx=Ky=1.0)

․_1 : 약축 Ky = 1.0 용 (가새 골조 가정)

․_K : 약축 Ky 계산에 의한 산정 (가새 골조 가정)

표 7. 부재 공칭강도 (kN, kN.m)

가 0.3인 경우에는 1.3%. 축력비 0.6인 경우에는 1% 로 축

력비가 낮은 경우 비탄성해석 결과와 차이가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하  산정 지 에 따른 향은 두 해석방법에서 공통

으로 선형이탈(N)의 결과가 탄성(L)의 결과에 비해 오차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2 계수는 층강성 개념이 

용된 경우(S)가 층좌굴 개념이 용된 경우(B)에 비해 소요압

축강도 산정측면에서는 비탄성 해석결과와 좀 더 근 한 결과

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는 소요압축강도의 측면에

서는 탄성해석에 비해 직 해석의 경우에서 비탄성 해석결과와 

유사한 결과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칭을 유발

하는 요인  기둥삭제와 경사기둥이 용된 경우에 오차 발생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소요 휨강도

각 해석법에 따른 1층 외곽부 기둥재의 소요 휨강도를 평가

하기 해 각 변수별 동일 조건으로 수행한 비탄성 해석결과

와의 비를 그림 10, 그림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구분기호

는 해석방법, B2 산정방법, 기둥재 치, 수평하 을 나타낸다.

소요 휨강도의 경우 소요압축강도와는 달리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탄성해석의 경우 +10% ~ -12%, 직 해석의 경우 

+13% ~ - 5% 범 로 비탄성해석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사기둥(NNA case)이 용된 탄성단계의 수평하  용

에 경우 비탄성해석결과의 10% 정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은 수평하 이 증가될 경우 (N case) 사라

졌다. 

경사기둥은 다른 Case와는 달리 기하학  형상의 특성( 기

변형)으로 인해 수평하  없이 수직하 만 가력된 상황에서도 

P-Δ 효과와 같은 비선형 거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수평하 이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변형으로 인한 추

가하 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그림 4  그림 7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수평하  증가에 다른 수평변 값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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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_1 DBL_1 ESL_1 EBL_1 ESL_K EBL_K DSR_1 DBR_1 ESR_1 EBR_1 ESR_K EBR_K

23ANN

탄

성

0.44 0.44 0.44 0.44 0.43 0.43 0.56 0.56 0.58 0.58 0.57 0.57 

23NAN 0.61 0.61 0.59 0.60 0.59 0.60 0.64 0.64 0.62 0.63 0.62 0.63 

23NNA 0.51 0.53 0.51 0.52 0.51 0.52 0.52 0.54 0.51 0.52 0.51 0.52 

26ANN 0.56 0.55 0.57 0.56 0.55 0.54 0.79 0.79 0.79 0.79 0.77 0.77 

26NAN 0.85 0.86 0.83 0.84 0.83 0.84 0.88 0.89 0.85 0.86 0.85 0.86 

26NNA 0.71 0.71 0.71 0.71 0.71 0.71 0.72 0.72 0.73 0.74 0.73 0.74 

43ANN 0.59 0.59 0.58 0.58 0.58 0.58 0.59 0.59 0.59 0.60 0.58 0.59 

43NAN 0.62 0.62 0.61 0.61 0.61 0.61 0.64 0.64 0.62 0.63 0.62 0.63 

43NNA 0.57 0.58 0.56 0.57 0.56 0.57 0.57 0.58 0.56 0.57 0.56 0.57 

46ANN 0.82 0.82 0.81 0.81 0.81 0.81 0.76 0.77 0.78 0.78 0.76 0.76 

46NAN 0.85 0.86 0.83 0.84 0.83 0.84 0.86 0.87 0.84 0.84 0.84 0.84 

46NNA 0.75 0.76 0.74 0.75 0.74 0.75 0.72 0.72 0.71 0.71 0.71 0.71 

23ANN

선

형

이

탈

0.66 0.66 0.65 0.65 0.64 0.65 0.93 0.93 0.88 0.88 0.87 0.87 

23NAN 0.86 0.87 0.84 0.85 0.84 0.85 0.92 0.94 0.89 0.91 0.89 0.91 

23NNA 0.86 0.88 0.84 0.87 0.84 0.87 0.92 0.94 0.88 0.91 0.88 0.91 

26ANN 0.65 0.65 0.63 0.64 0.62 0.62 1.12 1.13 0.90 0.91 0.88 0.88 

26NAN 0.99 1.00 0.96 0.98 0.96 0.98 0.99 0.99 0.99 1.01 0.99 1.01 

26NNA 1.05 1.12 1.03 1.09 1.03 1.09 1.07 1.08 1.04 1.10 1.04 1.10 

43ANN 0.82 0.83 0.81 0.82 0.81 0.82 0.90 0.91 0.90 0.91 0.89 0.90 

43NAN 0.88 0.89 0.87 0.88 0.87 0.88 0.92 0.93 0.89 0.90 0.89 0.90 

43NNA 0.89 0.91 0.88 0.90 0.88 0.90 0.91 0.93 0.88 0.91 0.88 0.91 

46ANN 0.93 0.93 0.91 0.92 0.91 0.92 0.88 0.88 0.89 0.89 0.87 0.87 

46NAN 0.99 1.00 0.96 0.98 0.96 0.98 1.01 1.02 0.97 0.99 0.97 0.99 

46NNA 1.00 1.04 0.98 1.02 0.98 1.02 0.98 1.03 0.96 0.99 0.96 0.99 

표 8. 최하층 외곽부 기둥재의 축력-휨모멘트 상 계

매우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칭형 골조에 근간을 

두고 제안된 하 증폭계수의 경우 기변형에 의한 2차 모멘트 

증가분을 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매우 큰 오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수평하 이 증가할 경우 (본 해석은 수평하  가력방

향이 기변형의 반  방향임) 기변형에 의한 향이  감소

되어 비탄성해석 결과와의 차이가 어든 것으로 단된다. 

직 해석법의 일부 기둥삭제에 경우 하 증폭효과를 지나치

게 높게 평가(55%)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제 인 설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축력비가 커질수록 좌측 기둥재의 경우 비탄성해석결

과에 비해 소요휨강도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수평하 에 의해 압축력의 향을 받게 되는 우측기둥

의 경우 축력비에 따른 일 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탄성해석법의 경우 직 해석법에 비해 과다설계의 우려는 

으나 비안 측으로 오차의 범 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탄성해석법의 경향은 비탄성해석과의 비가 1.0 이하 (즉, 비탄

성 해석보다 결과가 작은 경우)인 case의 수를 나타낸 그림 12

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구조물의 설계시 소요 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경제 인 설계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소요 강도를 낮게 평

가하는 경우는 안 에 심각한 문제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과소 평가하는 경우에 해서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축력비가 증가할 수록 소요강

도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2 계수 산정방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소요 휨강도의 

경우 층강성 개념에 의한 하 증폭계수를 용한 결과에 비해 

층좌굴 개념에 의한 하 증폭계수를 용한 경우가 4% 정도 

소요휨강도를 안 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4  그림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 칭에 의한 특성으

로 발생하는 수평변 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평변 가 하 증폭

계수에 직  용되는 층강성 개념을 용한 경우에는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는 소요 휨강도의 측면에

서는 탄성해석에 비해 직 해석에서 층좌굴 개념의 하 증폭계

수가 용된  경우 부재의 소요강도를 안 측으로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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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탄성해석과 직 해석 상 계 결과비 (탄성구간)

0.90

0.95

1.00

1.05

2
3
A
N

N

2
3
N

A
N

2
3
N

N
A

2
6
A
N

N

2
6
N

A
N

2
6
N

N
A

4
3
A
N

N

4
3
N

A
N

4
3
N

N
A

4
6
A
N

N

4
6
N

A
N

4
6
N

N
A

CASE

E
 /

 D
  

  

ESL_1 ESL_K EBL_1 EBL_K

ESR_1 ESR_K EBR_1 EBR_K

그림 14. 탄성해석과 직 해석 상 계 결과비 (선형이탈구간)

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둥삭제 는 경사기둥이 용된 경우에

는 무시할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축력-휨모멘트 상 계식

본 연구에서는 횡력 항 시스템으로 X방향에 해서는 비가

새 골조, Y방향에 해서는 가새골조를 용하 다. 각 설계기

에서는 공칭압축강도(Pn)  공칭휨강도(Mn)의 산정을 

한 설계식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공칭휨강도 산정은 각 

설계법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공칭압축강도의 경우 2장에서 밝

힌바와 같이 유효좌굴길이 산정에 따른 차이에 의해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최하층 외곽부 기둥재의 공칭강도를 산정하기 

해 아래의 가정들을 용하 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나타내

었다. 

․X축 방향 비가새골조 가정 : 

  K=1.0 용 (직 ) / 

  alignment chart 용 K 산정 (탄성)

․Y축 방향 가새골조 가정 : 

  K=1.0 용 (탄성, 직 ) / 

  alignment chart 용 K 산정 (탄성)

표 7의 결과를 보면 공칭압축강도 결정시 각 설계법  비

칭성에 따라 공칭압축강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왼쪽 기둥재의 경우 직 해석법의 결과와 Ky=1.0을 

용한 탄성해석의 공칭압축강도가 동일하지만 오른쪽의 경우 비

칭성에 의해 보길이에 변화가 발생하는 기둥삭제(ANN 

case)와 경사기둥(NNA case)의 경우 두 산정법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은 K값을 산정해야 하는 탄성해석법과는 달

리 직 해석법의 경우 압축재의 유효좌굴길이계수 K를 1.0으

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K 값 산정 차가 상당히 간소

화 되는 장 이 있고 기 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묵시 으로 

이러한 K=1.0을 용하는 방식은 약축에도 용을 허용

(White, 2006)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라 사료된다. 

따라서 Y 방향 구조 시스템에 따른 기둥재의 내력  거동 

변화를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2차원 해석에 의한 설계시

에 한 공칭강도 평가에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약축의 유효좌

굴길이계수 산정 련 사항은 기 에서 명확하게 그 용 방

법  범 를 명기하여 실무자들의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고 단된다.

각 설계기 에서는 공히 기둥재의 최종 설계평가를 축력-휨

모멘트 상 계식에 의해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한건축학

회, 2005, 2009). 이에 상기의 연구를 통하여 산정된 각 변수

별 소요강도와 공칭강도를 기둥재의 축력-휨모멘트 상 계식

에 용하여 그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용 결

과  탄성해석법과 직 해석법 결과의 비를 그림 13  14에 

나타내었다. 

표 8과 그림 13  14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설계식에서 제

안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최종 축력-휨모멘트 상 계식의 

결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변

수들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탄성해석의 결과에 비해 직 해

석법의 결과가 부재 내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

은 수평하 이 증가할 수록(그림 14의 선형이탈 구간 경우)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평하  증가에 따라 기둥재가 

종국상태에 근 할 수록 직 해석법의 경우 기둥재 소요 강도

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B2 계수 산정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8에서도 나타

나 있듯이 층강성 개념을 용한 경우(S)보다 층좌굴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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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B)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차이가 최종 축력-휨모멘트 상 계에서 최  6% 정도로 나

타고 있으나, 동일한 설계법에서 B2 계수 산정법 선택에 따라

서 상 계 결과에 6%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설계상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 칭형 골조의 설계시 한 

B2 계수의 산정은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 칭 비가새 골조의 경우 수평

변 를 직  사용하지 않는 층좌굴 개념을 용한 B2 계수가 

비교  안 측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강구조설계기 인 KBC 2005  KBC 

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 증폭계수를 이용한 2차 해석법

의 타당성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고찰하 으며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 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하학  특성( 기변형 등)

은 B2 계수의 신뢰성을 하시킬 수 있으며 수평변 가 

직  고려되는 층강성 개념을 용한 경우 그 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2) 기둥삭제  경사기둥의 경우 오차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설계기 에서 제안된 해석법 모두 오차 범  

±1.3%이내에서 소요압축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3) 일반 으로 KBC 2005의 탄성해석에 경우 +10% ~ 

-12%, KBC 2009의 직 해석에 경우 +13% ~ - 

5% 오차 범 로 소요휨강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기둥

삭제의 경우 +55%, 경사 기둥의 경우 -90% 정도로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4) KBC 2005에 의한 해석법의 경우 KBC 2009의 해석

법에 비해 소요 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축력비가 증가할 수록 커진다. 

(5) 비 칭 골조의 소요 휨강도 산정시 층좌굴 개념에 의한 

하 증폭계수를 용한 경우가 층강성 개념의 결과에 

비해 평균 4% 정도 소요강도를 안 측으로 평가한다. 

(6) KBC 2005의 탄성해석 결과에 비해 KBC 2009의 직

해석법 결과가 기둥재의 내력 상황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상은 수평하 이 증가할 수록 명확하게 나타

난다.

(7) 오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KBC 2005의 탄성해석법에 

비해 KBC 2009의 직 해석법을 용한 결과가 비교

 비탄성해석 결과에 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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