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3호(통권 112호)2011년 6월 327

축력비 부재강성에 따른 강구조 칭형 비가새 골조의 열화특성

DegradationCharacteristicsofSymmetricUnbracedSteelFrames

AccordingtoVariationsofMemberStiffnessandAxialratio

이 명 재1) ․ 김 희 동2) ․ 임 유 하3)†

Lee,MyungJae Kim,HeeDong Lim,YooHa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강구조 비가새 골조의 열화특성에 향을 미치는 구조 인자들을 해석 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설계 기 단

계에서 열화 상을 근사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해석 연구를 해 arclengthmethod를 용한 2차원 2차 수정

소성힌지 해석법을 용하 으며,단층 단스팬 골조와 다층 단스팬,다층 다스팬 골조에 해 해석을 수행하 다.해석의 주요 변수로는 축력비

와 기둥 보의 강성변화를 용하 다.연구 결과 무차원 열화강성은 부재의 강성과 축력비에 모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축력비가

열화강성에 주는 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축력비를 변수로 한 열화 강성 평가식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studyhastwoobjectives:(1)toevaluatethedegradationcharacteristicsofsymmetricunbracedsteel

framesby using analyticalapproach,and (2)tosuggestequation which can approximately estimatetheeffectof

degradationduringtheschematicdesignstage.Fortheanalyticalapproach,therefinedplastichingemethodwithanarc

lengthalgorithm wasadopted.Thesubjectofanalysiswasonestoryone-bay,multistoryone-bay,andmultistorythree-bay

unbracedsteelframes.Themainparametersoftheanalyticalapproachincludethestiffnessratioofcolumntobeam and

theaxialforceratio.Thestudyledtothefollowingconclusions.Thenormalizedstiffnessofdegradationsisaffectedby

bothstiffnessratioofcolumntobeam andtheaxialloadratio;however,themajorinfluenceondegradationsistheaxial

forceratio.Theequation,whichcanapproximatelyestimatetheeffectofdegradation,wassuggestedtogetherwiththe

researchresults.

핵 심 용 어 :열화해석,무차원 열화강성,비탄성해석,축력비

KEYWORDS:degradationanalysis,normalizedstiffnessofdegradation,inelasticanalysis,axialforceratio

                                                                                                                        

1.서 론

구조물이 력하 과 수평하 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최

수평하 이후에는 내력이 감소하면서 변 가 증가하는 거동

을 하게 되며,이러한 상을 구조물의 열화(Degradation)

라고 한다.이와 같은 열화 상은 재료 항복 상과 기하학

비선형에 의한 추가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여러

가지 구조 변수에 의해 다양한 열화유형을 찰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건물의 요구 성능수 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 내력

이후의 격한 구조물 불안정 상은 한 방법을 통하여

1) 앙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mjlee@cau.ac.kr)

2) 제철 차장,공학박사,건축구조기술사(drkimhd@naver.com)

3)교신 자. 앙 학교 학원 석사

(Tel:02-826-1776,E-mail:dladbgk@naver.com)

방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강구조 골조 설계 시 최 내력 이후 골조의 격

한 불안정 상을 하게 측하고 이를 설계에 반 하는

것은 요한 부분이라고 단된다.4)

하지만 최 내력 이후 거동을 해석 으로 악하기 해서

는 비선형 비탄성 해석과 함께 최 내력 이후 하 감소 구

간의 거동을 악할 수 있는 해석법을 용해야 하나 이러한

해석을 구조물의 설계 기단계에 용하는 것은 설계 업무

의 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 내력 이후 골조의 거동에 련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열화에 향을 미치는 구조 요인을 해석

본 문에 한 토 를 2011  12월 31 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  회

답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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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부재 (SHN400) 기둥부재 (SHN490)

단층 단스팬 H-446×199×8×12 H-350×350×12×19

5층 1스팬
1-3층 H-594×302×14×23

4-5층 H-600×200×11×17

1-3층 H-400×408×21×21

4-5층 H-350×350×12×19

5층 3스팬
1-3층 H-594×302×14×23

4-5층 H-606×201×12×10

1-3층 H-400×408×21×21

4-5층 H-350×350×12×19

10층 1스팬

10층 3스팬

1-3층 H-808×302×16×30

4-6층 H-708×302×15×28

7-9층 H-594×302×14×23

1-3층 H-458×417×30×50

4-6층 H-428×407×20×35

7-9층 H-400×408×21×21

표 1.해석 상 골조 단면

CASE 기둥 길이
(mm)

보 길이
(mm) 축력비 ∑



Case1

101

4000

1000

0.35

0.35

102 2000 0.70

103 3000 1.05

104 4000 1.40

105 5000 1.76

106 6000 2.11

107 7000 2.46

108 8000 2.81

109 9000 3.16

110 10000 3.51

111 11000 3.86

112 12000 4.21

Case2

201 1000

12000 0.35

16.85

202 2000 8.43

203 3000 5.62

204 4000 4.21

205 5000 3.37

206 6000 2.81

207 7000 2.41

208 8000 2.11

209 9000 1.87

210 10000 1.69

211 11000 1.53

212 12000 1.40

표기 : 2 0 1

기둥 는 보길이

case별 분류 번호

표 2.단층 골조 해석 상 변수

방법으로 규명하여,설계 기단계에 격한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을 두었다.

기본 으로 강구조 비가새 골조는 축력과 수평변 에 큰

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구조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하면 기

둥재에 작용하는 축력과 이에 따른 축력비가 골조의 거동에

주는 향을 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 골조는 수직하

뿐 아니라 수평하 에 의한 향도 작용하는데 수평력에

한 항은 기둥재와 보부재의 강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번 연구에서는 기둥과 보의 강성과 축력비를 주요 변수로 선

정하 다.

2.열화 해석

2.1해석 상 골조

이번 연구에서는 칭형 2차원 비가새 골조(수평하 에

한 별도의 항시스템 없이 기둥과 보의 강성만으로 수평하

에 항하는 시스템)를 해석 상 골조로 선정하 다.그리고

층수에 따라 단층골조와 다층 골조로 분류하 다.단층골조는

기둥부재,보부재의 강성에 따라서 기둥항복형 보항복형

골조로 분류하 고 다층 골조는 5층과 10층 골조에 해 스

팬수와 축력비,기둥재의 강성에 따라 골조를 분류 하 다.

기본 골조의 스팬은 X방향으로 12,000mm를 용하 으

며,Y방향으로는 4,000mm를 용하 다.지 조건은 고정

단으로 하 고 기둥-보 합방식은 강 으로 하 다.해석

상 골조의 모든 부재는 강축으로 휨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하 은 수평하 과 수직하 이 각 에 작용하는

하 으로 고려하 다.

해석에 용된 부재 단면은 해석 결과의 상호 비교를 해

가능한 동일 단면이 용될 수 있도록 하 다.다만,층수에

따라 달되는 하 에 무리가 없도록 단면을 조정하 다.이

번 연구에 용된 부재 단면은 표 1과 같다.

단,이번 연구에서는 선정된 변수들의 향을 명확히 악

하기 해 타 요소의 향을 배재하 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단면이 소성 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요소의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2.2해석방법 주요변수

구조물의 비탄성,비선형 거동 고려 최 내력 이후의 거

동 악이 가능하도록 arc length method(Crisfield,

1983)를 용한 2차원 2차 수정소성힌지해석법(second

orderrefinedplastichingemethod;Kim,1998)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 용된 해석 로그램은 선행된 연구

를 통하여 실험 해석 결과와 비교,그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Ki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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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축력비 기둥 길이
(mm)

보 길이
(mm)

∑



5134

0.3

4000

12000

1.55

5135 5000 1.24

5136 6000 1.03

5144

0.4

4000 1.55

5145 5000 1.24

5146 6000 1.03

5154

0.5

4000 1.55

5155 5000 1.24

5156 6000 1.03

5164

0.6

4000 1.55

5165 5000 1.24

5166 6000 1.03

5334

0.3

4000

12000

1.55

5335 5000 1.24

5336 6000 1.03

5344

0.4

4000 1.55

5345 5000 1.24

5346 6000 1.03

5354

0.5

4000 1.55

5355 5000 1.24

5356 6000 1.03

5364

0.6

4000 1.55

5365 5000 1.24

5366 6000 1.03

표기 : 5 1 3 4

기둥길이 (4000:4～ 6000:6)

축력비 (0.3:3～ 0.6:6)

다층골조 스팬수 (단스팬:1.3스팬:3)

다층골조 층수 (5층:5.10층:10)

표 3.5층 골조 해석 상 변수

2.2.1단층 골조

단층 골조의 주요 변수는 부재 강성 변화를 용하 다.부

재 강성을 변수로 두는 여러 가지 방법 실무 엔지니어들

에게 설계 기 단계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을 목 으로

하는 본 연구는 실무자 입장에서 직 으로 받아들이기 쉬

운 부재 길이를 변수로 두었다.

단층 골조의 해석 상 변수는 표 2와 같다.

기둥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보 길이를 변화 시키는 방법으

로 기둥재 강성을 변수로 둔 Case1,보 길이를 동일하게 하

고 기둥 길이 변화에 의해 기둥재 강성을 변수로 둔 경우를

Case2로 하 다.축력비는 모든 변수에 일정하게 0.35로 하

다.

D_0.8

그림 1.열화강성 개념도

1층 골조의 변수명 첫 자리 숫자는 case별 분류번호이

고 뒷자리 숫자는 기둥 는 보 길이를 나타낸다. 를들어

101은 Case1의 보 길이 1,000mm를 뜻하며 201은 Case2

의 기둥 길이 1,000mm를 뜻한다.

2.2.2다층 골조

다층 골조는 축력비와 기둥재의 강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

다.단층 골조와 다른 은 스팬수의 변화가 골조의 거동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단스팬과 3스팬 골조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5층 골조의 해석 상 변수는 표 3

과 같으며10층골조의 모든 변수는5층 골조와동일하다.

용된 축력비는 동일 기둥열에 작용하는 모든 축방향

하 의 단순합에 의한 최하층 기둥재의 축력비를 의미하며,

축력 0.3에서 고축력 0.6까지 4개의 축력비 경우를 변수

로 선정하 다.

그리고 기둥재 강성은 단층골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최하

층 기둥 길이를 1,000mm 단 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각

축력별로 보-기둥 강성비(∑
;보의 강성에 한 기둥

의 강성비)1.55에서 1.03까지 3가지 경우를 변수로 선정하

다.

고층 골조의 변수명은 층수-스팬수-축력비-기둥길이 순이

다. 를 들어 5134는 5층 1스팬 축력비 0.3,기둥 길이가

4,000mm인 골조이다.

2.2.3해석 시 용가정

비가새 골조의 열화유형을 고찰하기 해 수행된 해석에

용된 가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골조는2차원골조를그 상으로하 으며,골조의 거

동 역시 2차원 거동을 가정하 다.따라서 면외변형(국

부좌굴,횡좌굴등)의 향은없는것으로하 다.

(2) 강재의 응력-변형도 거동에서 변형도 경화(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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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kN)


(mm)

기강성
(N/mm)

열화강성
(N/mm)

Case1

101 417.9 33.7 21073 792

102 408.4 42.0 21413 825

103 403.0 43.9 19818 809

104 403.2 44.7 18344 825

105 402.2 45.1 17082 825

106 400.9 46.0 16053 820

107 401.6 45.7 15198 823

108 397.8 51.3 14478 828

109 396.0 50.3 13863 804

110 393.8 51.1 13331 791

111 392.1 52.4 12869 789

112 389.9 54.4 12461 787

Case2

201 1594.8 15.9 345842 3502

202 825.1 28.9 77314 1638

203 537.7 41.3 27189 1077

204 389.9 54.4 12463 787

205 295.6 68.3 6664 578

206 232.5 82.4 3929 448

207 186.1 97.6 2466 352

208 151.0 112.2 1620 286

209 121.7 142.2 1095 188

210 98.2 148.4 756 150

211 80.0 217.2 526 197

212 67.0 209.1 366 146

표 4.단층 골조 해석결과

hardening)에 의한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

소성힌지(plastichinge)의발생이후에단면은일정한

모멘트값을가지는것으로하 다.

(3)단면의항복산정시 단력의 향은없는것으로하

다.따라서부재의항복에 향을미치는요인은축력과

모멘트로한정하 다.

3.해석 결과 고찰

3.1단층 골조

단층골조의 해석결과는 표 4에 열화강성과 부재강성 계

는 그림2와 그림3에 정리하 다.

주요 해석결과로 최 수평하 과 최 수평하 시의 수평변

, 기강성,열화강성을 고찰하 다.

이를 해 수평하 -수평변 계에서 최 수평하

()을 악하 으며,최 수평하 시의 수평변 를 최

수평변 ()로 하 다.

기강성은 하 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기 가력구간 하

이 선형 이탈하는 구간과 원 사이의 2/3지 구간을 산정

하여 하 증가값과 변 증가값의비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

열화강성이란 최 하 이후 부분의 하 감소율로서 최 하

도달 이후 내력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최 하 의

80%까지 내력 하가 일어날 때를 기 으로 하 의 감소

값과 변 의 증가값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그림1참조).

열화강성 =    
    (1)

 :최 수평하 의 80% 하

 :일 때의 수평변

즉 열화강성의 증가는 최 하 이후에 내력이 격히 감소

함을 뜻하게 된다.

1)최 수평하 ,최 수평변

Case1은 보 길이의 증가에 따라 부재 강성의 변화가 발

생한 경우이다.상기의 조건하에서 동일한 축력비 아래에서

보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최 수평하 은 감소하고 최 수평

하 시 수평변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보 강

성 변화에 따른 101변수와 112변수 사이의 최 수평하 과

수평변 의 결과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Case2에서는 기둥 길이의 증가에 따라 부재 강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이번 경우 기둥 길이가 증가할수록

최 수평하 은 감소하고 최 수평변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Case2의 201변수와 212변수 사이의 차

이가 최 수평하 은 약 24배,최 수평변 는 약 1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 길이를 변화시킨 Case1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참조).이러한 차

이는 각 부재 길이 변화에 따른 체 골조의 강성 변화 차이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표 4를 참조하면 Case1의 경우

부재 강성비 변화가 최 4.21에서 최소 0.35로 나타났으

나,Case2에서는 최 16.85,최소 1.41로 나타났다.따

라서 동일한 길이 변화라 하더라도 기둥재 길이의 변화가 골

조 체의 강성 변화에 미치는 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장스팬 골조는 횡하 보다 력하 의 향

이 크며 기둥의 길이가 긴 골조나 고층 건물은 상 으로

력하 보다 횡하 에 의한 향이 크기 때문에 기둥의 길

이를 변화시킨 Case2에서 횡하 에 의한 추가변형이 생겨

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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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단층 골조의 부재강성-열화강성

201

202203204205
206

207

208

209212

그림 3.단층골조 Case2의 수평하 -수평변

CASE 
(kN)


(mm)

기강성
(N/mm)

열화강성
(N/mm)

무차원
열화강성

5134 188.3 297.2 1004 69 0.070

5135 163.9 301.0 883 80 0.093

5136 140.3 276.5 760 90 0.119

5144 171.8 247.6 985 119 0.123

5145 144.9 229.8 864 136 0.160

5146 118.4 212.1 740 151 0.206

5154 153.4 204.9 965 179 0.183

5155 123.7 186.5 845 249 0.279

5156 96.0 186.3 720 248 0.348

5164 133.7 186.7 942 345 0.350

5165 96.0 161.1 816 396 0.369

5166 71.3 139.7 695 272 0.485

5334 459.1 277.7 2600 231 0.069

5335 372.1 238.0 2261 427 0.092

5336 298.9 230.5 1915 354 0.163

5344 394.7 233.6 2561 596 0.233

5345 310.6 189.5 2222 606 0.273

5346 242.4 191.0 1874 497 0.275

5354 329.1 176.5 2522 1034 0.410

5355 247.3 151.1 2182 723 0.432

5356 188.7 151.6 1833 583 0.458

5364 254.8 138.9 2470 1195 0.484

5365 187.1 119.3 2125 846 0.498

5366 138.8 118.4 1769 676 0.502

표 5.5층 골조 해석결과

2) 기강성,열화강성

Case1의 경우 기강성은 부재 강성 감소에 따라 감소하

지만 열화강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표 4,그림 2참

조).이는 1)의 결과 고찰에서도 보여지듯 보 길이 변화에

따른 향은 골조의 강성에 미치는 향이 기둥재 변화에 비

해 크지 않아 나타난 상이라 단된다.

Case2는 기둥재 강성 감소에 따라 기강성과 열화강성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4,그림 2참조).하

지만 표 4의 열화강성의 값은 각 변수별 수평하 -수평변

계에 의한 인 수치이므로 변수에 따른 열화강성의

상 인 경향을 알아보기 해 Case2의 수평변 와 수평

하 을 항복하 과 항복하 시의 수평변 로 무차원화 시켜

보았다(그림 3참조).

그림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강성을 동일하게 표 하

을 때 열화강성은 기둥 길이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동일 조건하에서 기둥 길이의 증가는 기강성의 감

소를 의미하며 이는 기강성이 낮을 경우 열화강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다층 골조

3.2.15층 골조

5층 골조에 한 해석 수행 결과를 표 5에 정리하 고 5층

1스팬과 3스팬 골조의 축력비에 따른 변수별 무차원열화강성

계를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1s-0.3은

단스팬 축력비 0.3인 경우,3s-0.3은 3스팬 축력비 0.3을

의미한다.

1)최 수평하

해석결과를 분석해 보면 동일한 축력 하에서는 기둥재 강성

이 클수록 최 수평하 이 증가하며,동일 기둥강성에서는 축

력비가 클수록 최 수평하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축력비의 증가로 인해 축력에 향을 받게 되는 P-Δ효과가

증가되고 이러한 P-Δ효과의 증가는 기둥재의 강성이 낮은 경

우 골조의 안정성에 더 큰 향을 미치게 되어 최 수평하

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134와 5334부터 5166와 5366까지를 비교한 결과 동일

한 축력과 강성조건하에서는 3스팬의 경우가 단스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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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층1스팬 축력별 기둥길이-열화강성

그림 5.5층3스팬 축력별 기둥길이-열화강성

그림 6.고축력에 따른 기둥길이-최 수평변

보다 최 수평하 결과값이 평균 2배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이는 스팬 증가로 인해 골조의 평강성

이 증가하여 나타난 상이라 단된다.

최 수평하 과 열화강성과의 계를 살펴보면 서로 반비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참조).즉 동일 축력비하에서

는 기둥재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열화강성은 감소하며 동일 강

성하에서는 축력비가 증가할수록 열화강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즉 낮은 기둥 강성과 높은 축력비가 골조의 안정성에

향을 미쳐 격한 열화가 진행됨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kN)


(mm)

기강성
(N/mm)

열화강성
(N/mm)

무차원
열화강성

10134 502.2 147.3 456 43 0.094

10135 457.7 136.9 430 45 0.103

10136 426.5 124.7 401 41 0.104

10144 429.3 138.6 446 71 0.159

10145 406.4 127.3 420 69 0.165

10146 367.1 112.9 390 65 0.167

10154 383.5 129.5 436 96 0.220

10155 372.6 118.0 411 127 0.310

10156 326.9 101.5 381 135 0.354

10164 341.9 118.0 424 94 0.222

10165 321.9 103.9 398 139 0.351

10166 287.5 83.4 368 217 0.590

10334 516.0 407.6 1226 133 0.108

10335 457.6 366.7 1152 167 0.145

10336 398.2 313.6 1065 263 0.247

10344 462.4 365.9 1206 107 0.119

10345 386.3 323.6 1132 231 0.204

10346 323.5 262.3 1045 459 0.440

10354 357.7 308.3 1186 151 0.127

10355 310.4 267.3 1113 293 0.263

10356 258.8 211.3 1026 598 0.583

10364 141.6 161.7 1159 243 0.210

10365 248.6 207.8 1085 296 0.273

10366 200.7 159.8 997 375 0.376

표 6.10층 골조 해석결과

2)최 수평변

최 하 시 최 수평변 는 축력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

고 동일 축력하에서는 기둥재의 강성이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이러한 상은 P-Δ효과의 증

가로 인하여 기둥재의 강성이 낮은 경우에는 최 수평하

도달시까지 충분한 변형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최 하 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며,기둥재의 강성이 높아 고축력 상태

에서도 P-Δ효과에 의한 향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

수평하 도달시까지 기둥재의 강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비교 큰 수평변 값을 나타낼수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림 6참조).

최 하 시 수평변 와 열화강성과의 계를 살펴보면 수

평변 가 감소할수록 열화강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5참조).수평변 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골조가

높은 축력비를 받을 경우,기둥재의 강성이 낮을 경우 충분한

수평변 값을 갖기 에 골조의 안정성에 향을 주어 열화

의 진행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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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층 1스팬 축력별 기둥 길이-열화강성

그림 8.10층 3스팬 축력별 기둥 길이-열화강성

3) 기강성,열화강성

기강성은 동일한 축력 하에서는 기둥강성이 클수록 증가

하며,동일한 강성에서는 축력비가 클수록 감소한다.한 3

스팬이 단스팬에 비해 약 2.5배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5

참조).

각 변수별 열화강성의 변화 경향을 악하기 해 수평하

-수평변 계를 그림 3과 같은 방법으로 무차원화하여 무

차원화된 열화강성을 표 5에 나타내었다.

무차원 열화강성은 동일한 축력 하에서는 기둥강성이 감소

할수록 증가하며,동일 강성일 경우는 축력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5참조).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축력보다 고축력에서 열화강성

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 내력 이후 골조의 격한

붕괴를 의미하게 된다.이러한 상은 축력이 큰 경우 최 내

력 도달 이후 골조의 수평 항강성이 감소하게 되면 골조의

안정성에 미치는 P-Δ효과의 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때

축력이 큰 쪽이 더 큰 P-Δ효과에 의한 향을 받게 되어 나

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한 기둥재 강성을 변수로 둔 5134와 5136의 차이보다

축력비를 변수로 둔 5134와 5164의 차이가 더 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5참조).이는 최 내력 이후 거동은 기

둥재의 강성 보다는 가력된 축력과 축력비의 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2.210층 골조

10층 골조에 한 해석 수행 결과를 표 6에 정리하 다.

각 결과에 한 고찰은 아래와 같다.

1)최 수평하 ,최 수평변

10층 골조의 해석결과 최 수평하 은 동일 축력비의 경우

기둥재의 강성이 감소할수록 감소하고,동일 강성하에서는 축

력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최 수평변 는

축력비가 증가 할수록,기둥재 강성이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6참조).5층 골조와 비교해 보면 축력비

와 강성비에 따른 경향은 비슷하다.

한 최 수평하 ,최 수평변에 의한 열화강성 변화 계

도 5층 골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동일변수하에서 5층과

10층을 비교하면 10층 골조에서 더 높은 무차원 열화강성

값을 보인다(표 5,표 6참조).이는 축력비와 기둥재의 강

성 뿐 아니라 층수에 따른 변화,즉 1층 기둥을 상으로 계

산한 축력의 단순합도 골조의 열화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5134변수와 10134변수를 비교하면 동일 변수일 경우

10층 골조에서 최 수평변 가 더 작은 값을 보인다.이는

골조가 한 수평변 를 보이기 이 에 최 하 에 도달하

여 나타난 결과로 축력비와 함께 1층 기둥에 달되는 축력

의 값도 골조의 거동에 향을 주는 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 기강성,열화강성

그림 7과 그림 8을 통해 기강성과 열화강성 한 5층 골

조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과

그림 8의 1s-0.3은 단스팬 축력비 0.3인 경우,3s-0.3은 3

스팬 축력비 0.3을 의미한다.

기강성은 기둥재의 강성이 감소할수록,축력비가 증가할

수록 작은 값을 보이며 무차원화한 열화강성은 기둥재 강성

이 감소할수록,축력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동일 조건하의 5층 골조와 10층 골조의 무차원 열화강성을

비교하면 10층 골조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를

통해 축력비 뿐만 아니라 골조의 층수 한 열화 상에 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표 5,표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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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층 해석값-근사식 비교

그림 10.10층 해석값-근사식 비교

10층 골조의 무차원화한 열화강성의 변화율 한 강성변화

의 경우보다 축력비 변화의 경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표 6참조).따라서 최 내력 이후 거동에 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는 축력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열화강성 평가 근사식 제안

해석수행 결과 분석을 통하여 최 내력 이후 열화 거동에는

축력비가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소임이 악되었다.이를 바

탕으로 기 설계단계에서 축력비를 통하여 최 내력 이후의

열화 거동을 측할 수 있는 근사식을 제안하 다.

이번 연구의 근사식 제안의 목 은 실무에서 설계 기 단계

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에 있기에 제안식의

축력비 범 는 일반 인 설계조건에서 발생하는 0.3∼0.5로

한정하 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근사식은 축력비에 따른 무차원 열화

강성 계식으로 동일한 기둥강성에 하여 축력비와 층수,

경간수를 변수로 하 다. 로그램 해석 결과 무차원 열화강

성은 축력비,층수에 비례한다.

  ⋅⋅⋅

⋅
(2)

여기서  :무차원 열화강성

 :1층 기둥재에 작용하는 축력

 :축력비

 :층 수

 :1층 기둥재의 단면

 :경간상수

단경간 = 1

다경간 = n/2

상기의 제안식은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해석 결과를 바탕으

로 제안된 식으므로 그 용의 한계는 이번 연구에 용된

해석 변수 범 로 한정된다.

제안된 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5층은 기둥 길이

4,000mm에 보 길이 12,000mm 기둥강성 1.55골조를,

10층은 기둥 길이 5,000mm에 보 길이 12,000기둥강성

1.24골조를 상으로 축력비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 으

며, 로그램 해석결과와 식(2)를 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그림9에서 5F1S은 5층 1

스팬,5F3S은 5층 3스팬의 경우를 의미하며 그림 10의

10F1S은 10층 1스팬,10F3S은 10층 3스팬을 의미한다.

5층과 10층 골조는 평균 으로 해석결과와 제안식의 차이

가 0.05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부분 근사식을 용한 결과

가 해석결과보다 큰 값을 보 다.5354의 경우는 근사식

용 결과가 더 작은 값을 보이지만 0.03의 근소한 오차를 보

이기 때문에 설계 기 단계에서 열화거동을 측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 제안식에 의한 결과가 해석결과에

비해 부분 높은 열화강성을 나타내어 보수 인 결과를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제안식을 설계 기 단계에 용할 경우 구조물의 기

하 조건을 이용하여 최 내력 이후 열화 상의 경향을

측할 수 있으며,이를 통하여 한 설계 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추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향을 종합 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제안식을 도출

할 계획이다.

5.결 론

강구조 비가새 골조의 열화 경향을 악하기 해서 수행된

해석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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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층단스팬골조의경우기둥재의강성변화가열화강성

에 향을미치는주요인자임을확인하 다.

(2)5층과10층골조는최하층기둥재의강성보다축력비가

열화강성에미치는 향이더욱큰것으로나타났다.이

러한 상은최 수평하 도달이후P-Δ효과가골조의

안정성에미치는 향이증가하여나타난결과라고 단

하 다.

(3)5층과 10층 골조의 동일 축력비 변수 비교 결과 10층

골조에서최 수평변 가더작은값을보이고무차원화

열화강성은더큰경향을보인다.따라서축력비와함께

1층기둥에 달되는축력의 값도골조의거동에

향을주는 요요소임을확인하 다.

(4)열화강성은 최 수평하 과 최 수평변 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며 축력비가 높을수록,기둥재강성이 감소할수록

열화강성은증가한다.

(5)열화강성에가장큰 향을미치는축력비를이용한 열

화강성평가식을제안하 으며,구조물에발생하는열화

상을 히평가하고있음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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