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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물의 안 한 내진설계를 해서는 층간변 비 뿐만 아니라 부재에 요구되는 소성변형을 평가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복

잡한 비선형해석 없이 탄성해석을 사용하여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의 보에 요구되는 소성변형을 평가하는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 다.개발한 방법은 탄성해석 결과를 근거로 모멘트 재분배,기둥 단면치수 보 소성힌지 이동,패 존 변형, 력하 ,변형경화 거

동 등을 고려하여 보의 소성변형각을 직 으로 측한다. 한 가새골조 는 코어벽 등 횡력 항구조와 모멘트골조의 상호 작용인 로킹 효

과 고려한다.검증을 하여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6층 특수모멘트골조에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보의 소성변형각을 측하고,그 결과를 비

선형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검증 결과,제안된 방법은 설계 변수에 따른 보의 소성변형각을 합리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orthesafeseismicdesignofbuildings,itisnecessarytopredicttheplasticdeformationdemandsofthe

membersaswellasthestorydriftratio.Inthepresentstudy,asimplemethodofestimatingthebeam plasticrotation

wasdevelopedforspecial-moment-resistingsteelframestructuresdesignedwithstrongcolumn-weakbeam behavior.The

proposedmethoduseselasticanalysisratherthannonlinearanalysis,whichisdifficulttouseinpractice.Thebeam

plasticrotationwasdirectlycalculatedbasedontheresultsoftheelasticanalysis,addressingthemomentredistribution,

thecolumnandjointdimensions,themovementoftheplastichinge,thepanelzonedeformation,thegravityload,andthe

strain-hardeningbehavior.Inaddition,therockingeffectofthebracedframeorcorewallonthebeam plasticrotation

wasaddressed.Forverification,theproposedmethodwasappliedtoasix-storyspecial-momentframedesignedwith

strongcolumn-weakbeam behavior.Thepredictedplasticrotationsofthebeamswerecomparedwiththosethatwere

determinedvianonlinearanalysis.Thebeam plasticrotationsthatwerepredictedusingtheproposedmethodcorrelated

wellwiththosethatweredeterminedfromthenonlinearpushoveranalysis.

핵 심 용 어 :소성변형각,탄성해석,내진설계,모멘트 재분배,강구조

KEYWORDS:plasticrotation,elasticanalysis,seismicdesign,momentredistribution,steelstructure

                                                                                                                               

1.서 론

내진설계기 에서는 건물의 소성변형능력( 는 연성도)

을 고려하여 감소시킨 지진하 을 사용하므로,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은 비탄성 거동을 나타낸다.따라서 안 한 내진설

계를 해서는 건물 각 부재에 요구되는 변형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 요구량이 각 부재의 소성변형능력을 과하는

지 검토하여야 한다.일반 으로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설

계 시 변형 검토를 하여 최상층 변 비(roofdriftratio)

와 층간변 비(story drift ratio)을 사용한다.(ASCE

2000,IBC2009,KBC2009,오상훈 등,2011) 를 들

1)교신 자. 구가톨릭 학교 공과 학 건축학부 조교수

(Te:053-850-2737,Fax:053-850-2730Email:tseom@cu.ac.kr)

어, 표 인 내진성능평가 지침인 FEMA 356(ASCE

2000)에서는 보-기둥 합방법 구조형식에 따라 내진성

능수 별로 허용되는 층간변 비( 는 변형각)을 제시하고

있다. 한 행 IBC 2009,KBC 2009,SEI/ASCE

7-05등의 내진설계기 에서는 각 층의 비탄성 층간변 비

가 기 에서 허용하는 최 층간변 비 를 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2)그러나 기존 내진성능평가 설계 기

에서는 개별 부재의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memberplasticrotation)에 한 변형검토를 요구하

고 있지 않다.그 이유는 일단 층간변 비 요건이 충족되면

(≤ )개별 부재에 요구되는 소성변형각에 한 안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2년 2월 29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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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만족된다는 인식이 일반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층간변 비  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부재의 소성힌

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은 경간,층고, 력하 지

진하 크기 비,모멘트재분배,부재강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엄태성ㆍ박홍근 2009, 2010, Gupta and

Krawinkler1999,SeneviratnaandKrawinkler1997,

PaulayandPriestley1992,CEB1996). 를 들어,모

멘트골조에 력하 지진하 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보의 부모멘트 단부에서 발생되는 소성회 변형각이 정모멘

트 단부보다 훨씬 크다( ≤ ′ ,그림 1참조).횡력 항

을 하여 가새가 설치된 경우 가새가 설치된 경간과 모멘트

골조와 거동 차이에 의하여 보 양단부에 발생되는 소성회

변형각이 커진다(rockingeffect, ≤ ′≤ ″ ,그림 1

참조).따라서 보의 양단부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은 비탄성 거동 동안 보에 발생되는 모멘트 재분배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층간변 비  와 부재 소성변형각 

따라서 안 한 내진설계를 해서는 최상층 변 비 층간

변 비 뿐만 아니라 개별 부재에 요구되는 소성변형각을 정

확히 측하여 각 부재의 소성변형능력과 비교하여야 한다.

만약 정 한 비선형해석을 사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설계를

수행한다면,개별 부재의 소성변형각은 비선형 해석 결과로부

터 직 구하여 변형능력에 한 안 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편리함을 이유로 탄성해석을 주로

사용하므로,개별 부재의 소성변형각을 내진설계에 직 반

하기 어렵다.본 연구에서는 탄성해석을 사용하여 철골 특수

모멘트골조의 개별 보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을 간편하게

측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2.층간변 비와 소성변형각의 계

비탄성 거동 특성의 명확한 악과 간편한 수식 유도를

하여,특수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와 련하여 다음의 가정을

사용한다.

1)KBC2009,IBC2009등의내진설계기 에서는특수모멘

트골조에 하여 강기둥-약보 설계(strongcolumn-weak

beam design)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소성변형은 보의

양단부와1층기둥하부에서만 발생하는것으로가정한다(보

-변형 모드,beam-swaymechanism). 한 보-기둥 합

부의패 존(panelzone)은탄성설계 는제한된비탄성거

동을 허용하는 설계 모두가 허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한

패 존설계를 제한다.

2)보의비탄성변형은단부집 소성힌지모델로이상화한다.

이 집 소성힌지의 비탄성 거동은 휨항복 이후 소성변형

만발생하도록강소성거동(rigid-plasticbehavior)으로단

순화한다.휨항복 이후 발생되는 소성힌지의 변형경화 거동

(strain-hardeningbehavior)을 나타내는 항복이후강성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여기서,= 보 소성힌지의 항복이후강성,= 변형경

화 거동을 나타내는 강성 비,= 강재의 탄성계수, =

보의 단면2차모멘트,= 보의 길이이다.

그림2(a)는강기둥-약보로설계된특수모멘트골조에서한층

의층지진하 -층간변 비(-) 계를보여 다.보-변형모

드를 보이는 특수모멘트골조의 지진 거동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탄성거동단계(OA구간,그림2(b))와,보의부모멘

트 단부에만 소성힌지가 발생되는 단힌지 거동(single-hinge

behavior,AB구간,그림 2(c))단계,그리고 보의 양단부에

모두 소성힌지가 발생된 힌지 거동(double-hingebehavior,

BC구간,그림2(d))단계로구분할수있다.편의를 하여그

림 2(b)～ (d)의 모멘트 소성변형 분포는 2층의 보 B-I에

하여 나타냈다.

그림 2(b)는 기 탄성거동(OA구간,그림 2(a))동안

력하 지진하 에 의하여 골조에 발생되는 휨모멘트 증

분 변형을 보여 다.A 에서 보 우측 단부의 탄성 부모

멘트 
가 소성모멘트 에 도달하여 휨항복이 시작되는

반면,보 좌측 단부의 탄성 정모멘트 
는 보다 작다.

A 에서의 탄성 층간변 비 는 기둥과 보의 탄성 휨변형

에 의하여 발생된다.

그림 2(c)는 단힌지 거동(AB구간,그림 2(a))동안 골조

에 발생되는 모멘트 재분배 거동에 의한 휨모멘트 증분과 비

탄성 변형 증분을 보여 다.B 에서 보 좌측 단부의 정모멘



강구조 특수모멘트골조의 보 소성변형요구량 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4호(통권 113호)2011년 8월 407

그림 2.강기둥-약보로 설계된 특수모멘트골조의 비탄성 변형 (보-변형 모드)

트가 소성모멘트 에 도달하고,우측 단부에서는 변형경화

거동에 의하여 부모멘트가 약간 증가한다.따라서 그림 2(c)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힌지 거동 동안에는 보의 좌측 정모

멘트 단부에서 모멘트 이 재분배되고,보 우측 부모멘트

단부에는 소성변형각 
가 발생된다.정모멘트 단부의 재분

배 모멘트 은 A와 B 에서의 모멘트 차이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보의 부모멘트 단부에서 휨항복이 발생되

는 A 에서 정모멘트 단부에 발생되는 탄성모멘트이다.

보 우측의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단힌지 거동에 의한 골조의 비탄성 층간

변 비 증분을 
로 정의한다. 부분의 지진하 은 탄성거

동 구간에서 재하되고,비탄성 역인 단힌지 거동 구간에서

재하되는 지진하 은 크지 않다(그림 2(a)).그러므로 소성

변형각 
의 보수 인 측을 하여 단힌지 거동 구간에서

발생되는 기둥의 휨변형을 무시할 수 있다.따라서 그림

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기둥 합부의 회 변형각 증분

는 근사 으로 층간변 비 증분 
와 같다.

그림 2(c)와 같이 우측 부모멘트 단부에 소성힌지가 발생

된 보 B-I의 단힌지 거동은 정모멘트 단부에 강제로 모멘트

증분 을 재하시킨 보의 거동과 같다.휨항복 이후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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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변형경화 거동을 나타내기 하여 부모멘트 단부의

소성힌지를 항복이후강성 (식(1))를 갖는 회 용수철

(rotationalspring)로 가정한다면,보 좌측에 재하된 재분

배 모멘트 로 인하여 보 B-I의 양단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증분  
는 기 인 역학 계산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3)


 



  

 
   


(4)

여기서,
= 단힌지 거동에 의한 골조의 비탄성 층간변

비 증분,= 단힌지 거동에 의하여 보 B-I의 좌측 정모멘

트 단부에 발생하는 합부의 회 각 증분(그림 2(c) 그

림 A1참조),
= 부모멘트 단부의 소성힌지에 발생된 회

변형각 증분이다.

그림 2(c)에 나타낸 보 B-I좌측의 보-기둥 합부에 발생

된 회 변형각 
는 와 같다.따라서 식(3)으로부터 단힌

지 거동에 의한 비탄성 층간변 비 증분 
는 다음과 같다.


   

 


 

 






 (5)

식(5)를 식(4)에 입하여 정리하면 
는 다음과 같다.


   

     (6)

는


  

 
  (7)

그림 2(d)는 보의 양단부에 소성힌지가 발생된 이후의

힌지 거동(BC구간,그림 2(a))동안 골조에 발생된 휨모멘

트 증분 비탄성 변형 증분을 보여 다.보의 양단부에 소

성힌지가 발생되면 골조는 추가 인 지진하 에 거의 항하

지 못하므로 기둥의 휨변형이 거의 없고,단지 보의 양단부

소성힌지에 회 변형각 
가 발생된다.만약 보 양단부 소

성힌지의 항복이후강성이 (식(1))로 동일하다면, 힌지

거동은 양단부의 회 용수철에 변형경화 거동으로 인한 모멘

트 증분  
을 작용시킨 보로 이상화시킬 수 있다.기

인 역학 계산으로부터 힌지 거동을 보이는 B-I의 양단부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 증분 
는 다음과 같다

(부록 참조).


  

 
  (8)

여기서,
= 힌지 거동에 의한 골조의 비탄성 층간변

비 증분이다.골조의 최 비탄성 층간변 비를 로 정의한

다면,그림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8)의 회 변형각


는 다음과 같다.


      

  
  (9)

비탄성 지진거동 O-A-B-C구간 동안 보 B-I의 양단부 소

성힌지에 발생되는 총 회 변형각 
 

은 단힌지

힌지 거동 동안 발생된 소성변형각 증분의 합과 같다.즉,

좌측의 정모멘트 단부에서는 힌지 거동(B-C구간)에 의하

여 
= 

의 소성변형각이 발생되고,우측의 부모멘트 단

부에서는 단힌지 힌지 거동(A-B-C구간)에 의하여 


= (
+

)의 소성변형각이 발생된다.따라서 식(5),(6),

(9)에 의하여 보 소성힌지의 총 회 변형각은 
 

은

다음과 같다.


      

 

  
 





   

 









(10)


      

 

  
 





   

 









(11)

식(10)과 (11)은 력하 ,모멘트 재분배,부재 변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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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의 향을 고려한 개별 부재의 소성변형각 평가식이다.

력하 의 향으로 정모멘트 단부보다 부모멘트 단부에 발

생되는 소성변형각이 크고(
≥ 

), 력하 이 커질수록

정모멘트 단부로 재분배되는 모멘트 이 커지므로 보 좌

ㆍ우 단부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의 차이가 커진다. 한 변

형경화 거동이 커질수록 보가 항하는 휨모멘트 곡률이

증가하여 보의 탄성 휨변형이 커진다.따라서 층간변 비가

동일하더라도,개별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회 변형각은 소성

힌지의 항복이후강성 ( 는 )가 커질수록 감소한다.변

형경화 거동의 향을 나타내는 는 3% 근처의 값으로

(FEMA356),≤ 의 범 에서 식(10)와 (11)은 각

각 식(12)과 (13)의 근사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12)


 

  




 
 (13)

그림 3.항복이후강성 효과를 고려하는 근사식

그림 4.층간변 비에 한 패 존 단변형의 기여

그림 2에 나타낸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특수모멘트골조의

비탄성 거동은 일반 으로 한 층의 경간마다 다르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장의 소성변형각 평가식은 근사 인 방법으

로서 각 경간의 보마다 독립 으로 용할 수 있다. 를 들

어,그림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측 경간의 보 B-I과 우

측 경간의 보 B-II는 각각 O-A-B-C O-A'-B'-C의 다른

비탄성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따라서 보의 우측 단부에서

부모멘트 항복이 발생되는 A A'의 탄성 층간변 비가

서로 다르고,먼 시작된 B-I의 소성변형이 B-II의 소성변

형에 향을 미친다.하지만 B-II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의

간편한 평가를 하여,우측 단부에서 부모멘트 항복이 시작

되는 A″(
= )을 탄성해석으로부터 정의하고,B-II

의 비탄성 거동을 O-A″-B'-C으로 근사화하여 양단부 소성

변형각을 구할 수 있다.

3.부재 소성변형 평가식

2장에서 유도된 식(12) (13)은 기둥과 보를 선형 부재

로 이상화시킨 골조 모델에 한 식이다.실제 건물의 부재

소성변형 평가에 용하기 해서는 부재 치수에 의한 강체

회 ,소성힌지의 치,가새가 설치된 골조의 로킹 효과,보

-기둥 합부 패 존의 단변형 등의 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따라서 부재 소성변형각 평가식 (12)와 (1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본 연구에서는 특수모멘트골조의 패 존을 탄성으로 설계

한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4는 패 존 변형의 향을 보여

주는데,패 존의 탄성 단변형에 의하여 층간변 비가

증가한다.이러한 패 존의 변형은 구조설계에 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패 존의 강성을 직 고려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패 존의 강성을 직 모델

링한다면,탄성해석으로부터 계산되는 기 탄성거동에 의

한 층간변 비 (그림 2(a) (b))는 패 존의 단변

형을 포함한다.그러나 구조설계 시 축력,모멘트, 단력

등 부재의 설계 단면력을 계산하기 해 수행하는 탄성 구

조해석에서는 일반 으로 패 존의 향을 포함하지 않는

다.이 경우 패 존의 단변형을 별도로 계산하여 부재

소성변형 평가에 반 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다음 근

사식을 사용하여 패 존의 탄성 단변형 를 계산한다

(그림 4,GuptaandKrawinkler1999,Englekirk

199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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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실제 부재 치수 소성힌지 치를 고려한 보 소성변형각 평가

그림 6.로킹 효과에 의하여 증가하는 보의 소성변형각

여기서,= 탄성해석으로 구한 기둥의 단력,,=

보 기둥 단면의 높이,= 기둥 길이로서 층 높이,=

패 존 강 의두께이다.

2)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둥 합부의 치수를 고

려하여 보의 순길이를 사용할 경우 보 소성힌지의 회 변

형각이 증가되고(그림 5(a) 참조), RBS(Reduced

Beam Section) 합부와 같이 보의 소성힌지를 의도

으로 경간의 내부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의 소성변형각

이 더욱 커진다.(그림 5(b))소성힌지가 경간 내부로 이

동하면서 증가되는 소성변형각 은 소성 층간변 비

(    )에 의하여 발생된 좌ㆍ우 소성힌지의 수직

변 차       ′를 좌ㆍ우 소성힌지 사

이의 순경간 ′으로 나 어 구할 수 있다.변형경화 거

동의 향을 고려할 경우 증가된 소성변형각 은 다음

과 같다.

  

     ′
 ′  (15)

여기서,′= 보 좌ㆍ우 소성힌지 사이의 순경간이다.

3)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12) (13)은 기둥 심

에서 재분배된 보의 정모멘트를 사용하므로,경간 내부의

소성힌지에서 재분배된 정모멘트 은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둥 심에서의 보 모멘트 ( ′)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4)그림6은가새골조의거동을보여주는데,가새골조의회 변

형으로 인하여 인 한 경간의 보에서 소성변형각이 증가한

다.이와 같은 로킹 효과에 의한 보 소성변형각 증분 

는 가새골조의 회 에 의하여 발생된 수직 변 를

     을 보 소성힌지 사이의 순경간 ′으로

나 어 근사 으로 구할 수 있다.(그림 6)변형경화 거동의

향을고려할경우증가된소성변형각 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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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기서,= 로킹 효과를 고려하는 길이 계수로서,가새

골조의 횡력거동으로 인한 인장 압축 경간의 보에 하

여 각각 =   를 사용한다.는 가새골조의

회 심으로 지진하 에 한 탄성해석으로 구한 값을

사용한다.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가새가 설치된 경간

의 보와 직 합되지 않은 보의 경우 로킹 효과로 인한

소성변형의 증가가 발생되지 않는다(= 0).

네 가지 사항을 반 하여 식(12)와 (13)을 수정하면 다

음과 같다.






      ′
   ′

 


(17)






      ′
  ′

 


(18)

내진설계 시 보의 소성변형요구량을 평가하기 해서는 비

탄성층간변 비 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설계를 하여

KBC2009에 제시되는 허용 최 층간변 비 을 넘지 않

는 범 에서 설계목표 층간변 비를 로 사용한다. 를 들

어 KBC 2009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할 경우 =

   (≤  )를 사용하거나 는 안 측으로 간편하

게 = 를 사용할 수 있다.여기서 는 설계지진하 에

한 탄성해석으로 결정되는 탄성층간변 비이고, 

는 KBC2009에서 제시하는 변 확 계수 지진 요도

계수이다.

4.검증 용

검증을 하여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강기둥-약보로 설계

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에서 보 소성변형각을 측하 다.그

림 7은 검증에 사용한 6층 3경간의 제 철골 모멘트골조를

보여 다.층고는 = 4000mm,보 경간은 = 8000

12000mm이다.기둥과 보에 사용된 H형강은 그림 7에

나타나 있고,강종은 SM490이다.(= 325MPa)보-기

둥 합부는 보 랜지 비 (= 300mm)의 1/3을 취

한 RBS공법을 용하 다.(이철호ㆍ김재훈 2005,이철호

ㆍ 상우ㆍ김진호 2002)보 랜지의 취 치는 기둥면으

로부터 100mm 떨어진 곳부터 내부 방향으로 보 단면 폭

(=588mm)만큼 취되었고,원호 형태로 취되었다.

(보의 소성힌지는 기둥면으로부터 내부로 394mm 옮겨진

치에서 발생한다.)모든 층의 보에는 계수 력하 (고정

재하 포함)은 60(B-I B-III) 90kN/m (B-II)

이 작용한다.각 층의 등가정 지진하 은 KBC2009에 따

라 삼각형의 형태로 작용한다.

그림 7. 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DRAIN-2DX(Prakashetal.1993)를 사용하여 그림 7의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에 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다.비선

형 해석을 하여 보와 기둥은 보-기둥 선요소(beam-column

element)로,소성힌지는 회 용수철로 각각 이상화하 다.강

기둥-약보 설계로 인하여 소성힌지는 1층 기둥 하부와 보의

RBS 치에서만 발생되므로,회 용수철은 1층 기둥 하부와

보의 RBS 치에 설치하 다.철골 기둥 보의 탄성 휨강성

은 (= 강재의 탄성계수로 205GPa,= 단면2차

모멘트)를 사용하 고,슬래 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 RBS부 랜지 취에 따른 미미한 강성 하는 무시하

다.소성힌지의 회 용수철의 강성으로 항복 이 에는 무한강

성을,항복 이후의 변형경화 거동은 = 0.03의 항복이후강

성(식(1)참조)을 사용하 다. 한 기둥과 보의 단면 치수

를 고려하여 보-기둥 합부에서 무한강성 역(rigidzone,

그림 5(a)참조)을 두었다.보-기둥 합부의 패 존은 충분

히 보강되어 탄성 단변형이 매우 작은 것으로 가정하여,비

선형 해석 시 패 존의 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0)

비선형 해석은 지붕층의 횡변 를 제어하며 수행하 고,2차

효과(second-ordereffect)를 고려하 다.

그림 8은 제 건물의 비선형 해석 결과를 보여 다.철골

특수모멘트골조의 합부에 요구되는 소성회 능력을 0.03

rad으로 가정하여(안재권ㆍ이철호 2007),비선형 해석은 부

재 소성힌지의 회 변형각 가 0.03rad에 도달하는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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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보 소성변형요구량 평가 (kN-m,mm,rad)

부재 (2층)
비탄성 층간변 비 탄성해석 결과 재분배 모멘트 부재 길이 변형경화 거동 소성변형각

 
     ′  

 


보 B-I

보 B-II

보 B-III

0.0227

393

221

-186

0.00423

0.00343

0.00343

393

664

1071

8000

8000

12000

6795

6784

10795

0.03

0.03

0.03

0.0164

0.0141

0.0028

0.0234

0.0259

0.0300

그림 8. 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의 비선형 해석 결과

그림 9.탄성해석에 의한 2층 바닥 보 B-I B-III의 모멘트 분포

 

지붕층 변  = 350mm 까지 수행하 다.그림 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층 기둥 하부와 보의 RBS 치에서 소성

힌지가 순차 으로 발생되는 비탄성 거동을 보 다.지붕층의

횡변 가 증가하면서 2차 효과로 인하여 하 재하능력이 감소

되었지만,변형경화 거동( = 0.03)에 의하여 강도 하는

크지 않았다.그림 8(b)는 모멘트골조의 비탄성 층간변 비와

보 1층 기둥에 발생된 소성변형각 의 분포를 보여 다.

철골 모멘트골조의 소성변형은 주로 층부에 집 되어 발생

되었고,2층 우측 바닥 보에서 소성변형각 가 가장 먼

한계값인 0.03rad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부재 소성변형 요구량 평가방법의 검증을 하여,2

층 바닥 보 B-I,B-II,B-III에서 발생되는 소성변형각 

를 계산하 다.그림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2층의 층간변

비는 = 0.0227이다.이 에 하여 그림 9와 표 1

은 제 특수모멘트골조의 2층 보 B-I,B-II,B-III에 발생

된 소성변형각 계산 과정을 보여 다.그림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탄성해석 결과 보 B-I은 탄성 층간변 비 =

0.00423에서 부모멘트 단부(RBS 치)의 모멘트 
가

RBS단면의 소성모멘트 (= 849kNㆍm)에 도달하여

휨항복이 시작되었다.(그림 8(a)의 A )이때 B-I의 정모

멘트 단부(RBS 치)에 발생된 모멘트는 
= 492kN

ㆍm이다.따라서 식(2)에 의하여 정모멘트 단부에서 재분배

된 모멘트의 크기는 = -
= 393kNㆍm이다.

B-I의 보 경간 (기둥 심거리)와 소성힌지 사이의 보 순

경간 ′(RBS의 심거리)는 각각 8000 6795mm이

고,로킹 효과가 없으므로 = 0이다.따라서 식(17)

(18)로부터 보 B-I의 양단부 RBS 치에 발생되는 소성변

형각은 
= 0.0164rad과 

= 0.0235rad이다.

그림 9(b)는 탄성해석으로 구한 보 B-III의 모멘트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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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탄성해석 결과 보 B-III는 = 0.00343에서 부모

멘트단부(RBS 치)의 
가 (=849kNㆍm)에도달

하여 휨항복이 시작되었다.(그림 8(a)의 A' )이때 B-III의

정모멘트 단부(RBS 치)에 발생된 모멘트는 
= -186

kNㆍm로서, 력하 에 의한 부모멘가 작용하 다.따라서 식

(2)에 의하여 = -
= 1071kNㆍm이다.B-III

의 와 ′는 각각 12000 10795mm이다.따라서 식

(17) (18)로부터 보 B-III의 양단부 RBS 치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은 
=0.0029rad과 

=0.0300rad이다.

그림 10은 제안된 방법(표 1)과 비선형 해석(그림 9(b))

으로 구한 2층 바닥 보의 소성변형각을 비교하여 보여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 비교 정확하게 보

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을 측하 다.다만,부모멘트 단부

의 소성변형각 
은 5%의 오차 범 에서 정확하게 측되

었으나,정모멘트 단부의 
는 다소 오차를 보 다.제안된

방법에 의한 소성변형각 측 오차는 간편한 계산식을 제안

하기 하여 기둥 탄성 휨변형의 무시하고 기둥 단면 치수와

소성힌지의 치 이동 등을 근사 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다.

본 제의 경우 2층 층간변 비는 = 0.0227로 모든

경간에서 동일하지만,개별 보 B-I,B-II,B-III의 소성힌지

에 발생된 소성변형각은 = 0.0036～ 0.0300의 큰 차

이를 나타냈다.이러한 결과는 내진설계 시 층간변 비 뿐만

아니라 개별 부재 단 의 소성변형 평가 역시 요하다는 사

실을 잘 보여 다.그 이유는 층간변 비가 같더라도 모멘트

재분배로 인하여 보의 양단부에 발생하는 소성변형각은 력

하 의 크기,경간 길이,소성힌지 치,변형경화 거동 등의

설계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개별 부재의 소성변형을 합리 으로 측할 수 있다.

그림 10.제안된 방법 비선형 해석에 의한 소성변형각 비교

5.결 론

건물 부재의 정확한 내진 성능평가 설계를 해서는

부재 수 의 소성변형 요구량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일

반 으로 구조설계 실무에서 탄성해석을 사용하는 을 고려

하여,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비선형해석 없이 탄성해석 결과

에 근거하여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철골조 특수모멘트골조의

보 소성변형을 평가하는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 다.개발한

방법은 탄성해석 결과를 근거로 모멘트 재분배,기둥 단면치

수 보 소성힌지 이동, 력하 ,변형경화 거동 등을 고려

하여 보의 소성변형각을 직 으로 측한다. 한 가새골조

는 코어벽 등 횡력 항구조와 모멘트골조의 상호 작용인

로킹 효과 고려한다.검증을 하여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2

차원 특수모멘트골조에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보의 소성변

형각을 측하고,그 결과를 비선형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검증 결과,제안된 방법은 설계 변수에 따른 부재의 소성변형

각을 합리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층간변

비가 동일하더라도 각 보의 소성변형각은 설계 변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탄성해석을 사용하여 비탄성 층

간변 비로부터 개별 부재의 소성변형각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서,내진성능 평가 설계 시 상세에 따른 부재별 소성변

형각 요구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감사의

이 연구는 2010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2010-0003288).

부록:단힌지 힌지거동에의한소성변형각

그림 A1(a)는 단힌지 거동을 보이는 골조의 거동을 보여주

는데,좌측에는 재분배 모멘트 이 재하되고 우측의 소성

힌지에는 회 변형각 
가 발생된다.강재의 변형경화 거동

을 나타내기 하여 우측의 소성힌지는 항복이후강성 를

갖는 회 용수철로 나타냈다.그림 A1(b)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좌측 단부에 재분배 모멘트 을 작용시키면 우측의 회

용수철에 반력 모멘트 이 발생되므로, 첩의 원리에 의

하여 두 개의 단순보로 분해할 수 있다.따라서 그림 A1(b)

와 같이 보의 좌측 우측에 발생되는 보의 회 각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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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단힌지 거동에 의한 보 소성변형각

그림 A2. 힌지 거동에 의한 보 소성변형각

 


     (A1)

 


     (A2)

여기서, 는 각각 좌측 우측 보의 회 각이다.

그림 A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 우측의 소성힌지에 발

생되는 소성변형각 
은 와 층간변 비 증분 

를 더한

값이다.따라서 우측 소성힌지의 회 용수철에 발생되는 반력

모멘트 은 다음과 같다(식(1)참조).

   
  

   
   (A3)

식(A2)와 (A3)으로부터 를 소거하면 회 용수철의 반

력모멘트 은 다음과 같다.

 




 







 (A4)

식(A4)로부터 그림 A1(a)의 좌측 합부 회 각 와 우

측 소성변형각 
는 각각 다음과 같다.

    
 





 






 

 
  (A5)


  






  

 
   


(A6)

식(A5)와 (A6)은 각각 2장의 식(3) (4)와 같다.

그림 A2(a)는 힌지 거동을 보이는 골조의 거동을 보여주

는데,층간변 비 증분 
에 의하여 양단부에 소성변형각


가 발생된다.강재의 변형경화 거동을 나타내기 하여 보

양단부 소성힌지는 항복이후강성 를 갖는 회 용수철로 나

타냈다.그림 A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좌ㆍ우측의 회 용수

철에 반력 모멘트 이 발생되므로, 첩의 원리에 의하여 두

개의 단순보로 분해할 수 있다.따라서 그림 A2(b)와 같이 보

의 좌측 우측에 발생되는 보의 회 각은 다음과 같다.

    


  (A7)

그림 A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 소성힌지에 발생되는

소성변형각 
는 층간변 비 증분 

에서 ( 는 )을

뺀 값이다.따라서 회 용수철에 발생되는 반력 모멘트 은

다음과 같다(식(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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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

식(A7)과 (A8)로부터 를 소거하면 회 용수철의 반력모

멘트 은 다음과 같다.

  
 



  (A9)

식(A9)로부터 그림 A2(a)의 좌ㆍ우측 소성변형각 
는

다음과 같다.


  


 

 
  (A10)

식(A10)은 2장의 식(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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