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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진운동하에서구조물의붕괴를방지하는것은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의 기본적

이면서도중요한목적이다 지진은구조물에반복적인주기.
하중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감

소시켜큰변위를일으키고 이에따른 효과에의해더, P-Δ
욱더 급격한 변위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 구조물이 더 이.

상 자중을견딜수없는상태에이르게되며 구조물은붕괴,
하고만다 이러한붕괴를동적불안정. (Dynamic Instability)
에 의한 붕괴라고 표현한다.
구조물의 동적 불안정에 대한 연구는 와Jennings Husid(1)

에서부터시작되었다 와. Jennings Husid(1)는이선형단자유

도시스템에서붕괴가일어나는시간은비탄성기울기가음

의값을가질때와연관이있음을밝혔다 또한만일비탄성.

기울기가양의값을가지면붕괴가일어나지않는다는결론

을 내렸다.

Bernal(2)과 MacRea(3)는 각각 이선형 단자유도 모델과

개념의이력곡선을 갖는단Hysteresis Centre Curve(HCC)

자유도 구조물에서 대해 동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최대,

변위를 제한하고 효과를 반영하여 설계 시 고려 사항, P-Δ
을 제안하였다 또한. Bernal(4)은 이선형 단자유도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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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강도한계 이선형 단자유도 시스템의 지진 하중 하에서의 동적 불안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강도한계 이선형 이력 모델은.
철골 모멘트 골조의 이력거동을 가장 잘 모사한다 단자유도 시스템의 동적 불안정을 판단하기 위해 붕괴 강도비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
붕괴가일어날때의항복강도저감계수이다 단단한지반에서측정된 개의지진을이용하고고유주기 강성경화기울기 음강성기울. 240 , ,
기 연성그리고 의감쇠비를변수로하여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템의붕괴강도비의평균과편차값들을구할수있도록, 2~20%
통계분석을하였다 비선형회귀분석을통해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템의붕괴강도비의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할수있는식을.
구하였다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붕괴 강도비의 확률적 분포를 구하였고 실제 값과 비교하여 제안한 식의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 .

주요어 동적 안정성 강도한계 이선형 모델 철골 모멘트 골조 붕괴 강도비 회귀분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 instability of strength-limited bilinear single degree of freedom (SDF)
systems under seismic excitation. The strength-limited bilinear hysteretic model best replicates the hysteretic behavior of the steel
moment resisting frames. To estimate the dynamic instability of SDF systems, the collapse strength ratio is used, which is the
yield-strength reduction factor when collapse occurs. Statistical studies are carried out to estimate median collapse strength ratios
and those dispersions of strength-limited bilinear SDF systems with given natural periods, hardening stiffness ratios, post-capping
stiffness ratios, ductility and damping ratios ranging from 2 to 20% subjected to 240 earthquake ground motions recorded on stiff
soil sites. Equations to calculate medi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llapse strength ratios in strength-limited bilinear SDF systems
are obtained through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he proposed equations, this study estimated the probabilistic distribution
of collapse strength ratios, and compared this with the exact values from which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equations was verified.

Key words dynamic stability, strength-limited bilinear model, steel moment resisting frame, collapse strength ratio,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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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불안정으로 인한 붕괴를 피하기 위한 최소 요구 강도

값을 시스템의 주기 비탄성 기울기 그리고 지진의 특성에,

따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와. Miranda Akkar(5)는 기

존의 건물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P-Δ
려하여 넓은범위의비탄성기울기에서나타날수있는동적,

불안정에대해연구하였고 이를피하기위하여필요한, 최소

횡항복강도를붕괴강도비
*(Collapse Strength Ratio,  로)

쉽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단순한 이선형 모델들로는 구조물의 붕괴

에 이르는 이력거동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Ibarra

와 Krawinkler(6)에서는 구조물이 붕괴 되는데 영향을 미치

는 강도와 강성 감소 및 효과를 고려한 이력 모델들을P-Δ
실험결과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와. Ibarra Krawinkler(6)에서

수정한이력모델중 강도한계이선형모델, (Strength-limited

은 철골 모멘트 골조의 이력거동을 모사하Bilinear Model)

기위한 것이고 이는 과, Han Chopra(7)의 이론적인구조해

석결과로도강도한계이선형모델이다른단순한이선형모

델이나삼선형모델보다철골모멘트골조의붕괴에이르는

이력거동을 모사하는데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본연구에서는철골모멘트골조의붕괴에이르는이력거

동을잘표현하도록수정된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

템의동적불안정을연구하였다 이전연구. (8),(9)
에의하면다

자유도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단자유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측하는방법이개발되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개발한.

단자유도구조물의동적불안정예측은실제다자유도철골

모멘트 골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붕괴 강도비2. (Collapse Strength Ratio, Rc)

2.1 강도한계이선형모델(Strength-limited Bilinear Model)

그림 은 강도한계 이선형 모델의 포락선 모습과1 (a) (b)

이력거동의특성을나타내고있다 강도한계이선형모델의포.

락선은 초기탄성강성( 경화된강성), (2nd slope,  ),

음강성(3rd slope,   항복시의강도), ( 및변위) (),

최대하중( 과최대하중시의변위) ( 연성), (), 잔

류 강도(   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에서) . 1(b)

보는것처럼강도한계이선형모델은포락선안에서만이력

거동을 한다 하지만 포락선 이외에도 강도한계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강도한계의 조건이 없으면 이력거동 시 그림. ,

의 에서 로 이동하지만 강도의 한계로 인해 에서1(b) 5 6` , 5

으로까지 이력거동이 제한된다 강도한계의 기준은 지난6 .

이력거동의음강성부분에서최대변위까지갔을때의강도

로하고있다그림 의( 1(b) ‘Strength Limit 이이력모델은’).

음강성 부분으로 효과를 표현하고 있으며 강도 한계P- ,Δ
기준으로이력거동시변위와강도의무한한증가를제한하

고 있다.

2.2 항복강도저감계수(Yi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그림 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이 시스템이 항복1(a)

없이 탄성상태로 계속 남아 거동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응선형시스템이라고한다 그러므로그림 의, . 1(a)

 는시스템이지진하중하에서탄성상태로남아거동할

때나타날수있는최대강도와변위를뜻한다 바꾸어말하.

면, 는 지진하중 하에서 시스템이 항복하지 않고 탄성상

태로 거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강도이다.(10) 항

복강도 저감계수(Yield Strength Reduction Factor, R 는)

붕괴 강도비 구조물에 동적 불안정 상태가 일어나는 최소한* :
의 항복 강도 저감계수로 붕괴판단의 기준이 되는 계수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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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도한계 이선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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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스템과 대응선형 시스템과의 비율을 표현한 것으로

식 과 같다(1) .

　
 


 

 (1)

만약에 시스템의 R값이 이하 이면 시스템은 지진하중1 ,

하에서 탄성상태를 유지하며 거동한다. R값이 클수록 시스

템은 항복영역에 많이 진입하므로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는 지진하중에 의해서 결정되고, 는 시스템에

의해서결정되는것이므로, R값을지진의세기대구조물의

강도 비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11)

　
항복강도 저감계수와 붕괴 판단2.3

그림 는2 =1.0sec, =0.03, =-0.1,  인강=2, 4, 6

도한계이선형시스템에 지진이가해질때Imperial Valley ,

시스템의항복강도( 값을변화시키며 비탄성변위비) , ()

와항복강도저감계수(R 와의관계를그래프로나타낸것이)

다 그림 에서곡선이 축과평행하게나타낸것은비탄성. 2 y

변위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났음을 뜻

한다 전통적으로 붕괴의 판단은 변위나 비탄성 변위비 층. ,

간변위 연성등변위를기준으로판단하였다 그러나그림, .

에서보는바와같이비탄성변위비에의한판단은시스템2

의붕괴전후로그변화의폭이넓어개인적인판단이많이

필요로 한다 반면에 항복강도 저감계수는 시스템의 붕괴.

전후로 그 변화 폭이 아주 적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

다 와. Miranda Akkar(5)는 붕괴가 일어날 때의 최소 항복강

도저감계수값을붕괴강도비(Collapse Strength Ratio, )

라 표현 하였고 이를 붕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 .

구에서도 붕괴 강도비를 붕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

값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3.　 Rc의 통계적 분석

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템의 값을제안하기위

해 와, Ruiz-Garcia Miranda(12)에서 사용된 개의 지반운240

동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지반운동 데이터는 에. NEHRP

서기준하는지반조건 에서각각 개씩측정된것B, C, D 80

으로 규모 의 범위를 가진다 개의 지반운동 데5.8~7.7 . 240

이터에대해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템이표 과같은1

조건에서비선형시간해석을수행하였다 각 경우에. 1,152,000

대해 시스템의 항복강도의 값을 감소시키며 Incremental

Search Method(13)를이용하여오차범위 이내의1% 값을

구하였다 개지반운동에대한. 240 값의분포가로그정규

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여 식 로 결정되는 평균값, (2)

과 로그 표준편차 값을 구하였다(Media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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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경화 기울기 영향3.1 (2
nd
Slope, )

그림 는 감쇠비 일 때 강성 경화 기울기에3 (a), (b) 5% ,

따른 의 경향을보여준다 그림 는. 3 (a) = -0.1,  인=4

조건에서의경향을보여주며, 의값이 이되기전까지0.1

의값이증가하지만 이후에는, 0.1 의값이감소하는경

향을 보였다 그림 는. 3 (b) = -0.3,  인 조건에서의 경=4

향을보여주며, 의값이증가함에따라 의값이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의값이 증가하지만, 의 값이 인 경우 대개 그림-0.1 3

와 같이(a) 의 증가현상이 역전됨이 보였다.

음강성 기울기 영향3.2 (3
rd
Slope, )

그림 는감쇠비 일때 음강성기울기가3 (c), (d) 5% , 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의

그림< 2> 항복강도 저감계수와 붕괴 판단

표< 1>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범위

변수 범위

Tn (sec) 0.2~4.0 ( TΔ n=0.2)

αs 0.00, 0.03, 0.05, 0.10, 0.20

αc 0.1, 0.3, 0.5‐ ‐ ‐
(=uμ c/uy) 1, 2, 4, 6

ζ 2, 5, 10, 20%

f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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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급격하게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그림 에서와. 3 (d)

같이 의값이클때, 값의증가정도가더크게나타났다.

연성의 영향3.3 ()

그림 는 감쇠비 일 때 연성이3 (e), (f) 5% , 에 미치는

영향에대해알수있다. 의값이증가할수록 값이거의

선형적으로증가함을볼수있다 그림 에서보는바와. 3 (f)
같이 의 값이 증가하면, 값의 증가 정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주기의 영향3.4 ()

그림 에서4 (a), (b) 값은 주기가 초보다작은구간, 1.2

에서주기가증가할수록 의값도증가하지만 대략 초, 1.2

다 큰 구간에서는 그 값이 거의 일정함을 보였다.

감쇠비 영향3.5 ()

그림 는감쇠비가4 값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한

것이다 감쇠비가 감소할수록. 의 값이 증가한다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감쇠비 감소할수록 증가의 정,
도가커지면서 의값이증가한다 그림 처럼. 4 (b) 가커

지고, 의절대값이작아지면, 의증가양상정도가커진다.

비선형 회귀분석과 제안식 평가4.

비선형 회귀분석4.1

값의 통계분석을 토대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강,

(a)  = -0.1, μ = 4 (b)  = -0.3, μ = 4

(c)  = 0.03, μ = 4 (d)  = 0.1, μ = 4

(e)  = 0.03,  = -0.1 (f)  = 0.1,  = -0.1

그림< 3> 평균 Rc값의 경향( =5%)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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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계 이선형 단자유도 시스템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다 제안한 식은 시스템의. , , , 와 감

쇠비의 영향이 고려되었다 각 변수가 붕괴 강도비에 미치.

는영향을잘표현할수있는함수를선택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다 변수에 대한 비선형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감쇠비 인 시스템에 대한 평균5% 값의 식은 식 과(3)

같으며 이 식은, 의 값에 따라 다른 변수를 갖는다 이는.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 의값의변화가 의값에미치

는 영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 는 감쇠비가. (4) 5%

가아닌시스템과같은조건에서감쇠비가 인시스템간5%

의 상대 비율을 나타낸 식으로 식 로서 감쇠비가 가, (4) 5%

아닌 시스템에 대한 평균 값을 식 과 를 곱하여 구(3) (4)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0.03 0.03ln2.5 1
, 0.05 1 1 0.38

b
n nn
T TT a

c cR e
μ

ζ μ μ α
− + −− −

= = + − −% (3)

( )
( ), , 0.050.260.38 0.44

0.07 ln 0.201 /c c
n c

C R R
T

ζ ζ ζ
ζ

α μ
=− −

⎡ ⎤+
= − =⎢ ⎥

−⎢ ⎥⎣ ⎦

% % (4)

( )
1.12

0.03 0.29
ln 0.05 0.28 0.36

0.22 0.04 0.14
cR c

nT
μ μσ α

ζ ζ
−⎡ ⎤−

= − +⎢ ⎥⋅⎣ ⎦
% (5)

값의 표준편차는 식 를 통해 통계분석 했으며 식(2) ,

와같이(5) 값의표준편차 예측하는 식을제안하였다 식.

를이용하면 식 처럼(3), (4), (5) , (6) 의확률적분포를로

그정규분포의 식으로나타낼수있다 이로써CDF . 의평

균 값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률 분포를 갖는(Median) , 값

을구할수있다 예를들어. , 의평균값에해당하는 값

을 식 에 대입하면 의 확률이 계산된다 이보다 큰(6) 50% .

값을 식 에 대입하면 확률이 커지며 붕괴될 확률이 더(6) ,

커지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 )
ln

ln ln

c

c

R

R
R RP R
σ

⎛ ⎞−
≤ = Φ⎜ ⎟⎜ ⎟

⎝ ⎠

%

%
(6)

제안한 식의 평가4.2

의 다양한 분포를 갖는16, 50, 84% 값의 계산은 식

을 통해 간단히 계산될 수 있으며 실제 값과 제안한 식(7) ,

에의한값을그림 에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제안한식은5 .

의 다양한 분포를 갖는16, 50, 84% 값을 잘 예측하였다.

하지만 감쇠비 의 경우 주어진 조건에 대해 다소 작게2%

예측하였고그림 감쇠비 와 의경우주어진( 5 (a)), 10% 20%

조건에 대해 단주기에서는 크게 예측하였고 장주기에서는, ,

작게 예측하였다그림( 5 (c),(d)).

( ),16% lnexp
cc c RR R σ= × −% % % , ( ),84% lnexp

cc c RR R σ= ×% % % (7)

그림 은 제안한 식이 얼마나6 값을 잘 예측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감쇠비 에 대해 각 연성에 대5%

해 다양한 강화 경화 기울기와 음강성 기울기를 가지고 있

을 때의 오차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식에의한예측값을실제값으로나눈값을나

타냈으며 그래프에서 에 가까울수록 예측 값은 실제 값에, 1

가깝다는것을의미하고 보다크면크게예측하는것이고, 1 1

보다작으면작게예측하는것이다 그림 에. 6(a), (b), (c), (d)

서 전반적으로 오차는 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0.8~1.2

볼수있다 그림 은감쇠비 에대해평균값 에. 6 5% (Median)

대해서만알아본것으로식 에의해예측될수있는범위(3)

그림< 4> 감쇠비에 따른 평균 Rc값의 경향

표< 2> 식 의 변수 값(3)

Strain hardening stiffness ratio,‐ αs
0.00 0.03 0.05 0.1 0.2

a 0.00 0.30 0.38 0.65 1.57

b 1.09 0.85 0.61 0.5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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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해당한다 식 에식 와 를추가로사용하면오. (3) (4) (5)

차의범위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 대체적으로제안한,

식은강도한계이선형단자유도시스템의붕괴강도비를잘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 에서나타나는붕괴강도비의특성상 평균붕괴강(1) ,

도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시스템에 가해질 지진에 대한 정,

보를 알고 있다면, 값이 구해지므로 평균 최소 횡 항복강

도를 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시스템의 횡 항복강도가 주어,

지면 해당시스템에최대로허용할수있는평균지진의크,

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 다양한 감쇠비와 확률 분포에서의 제안식 평가

그림< 6> 평균 붕괴 강도비 예측( = 5%)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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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연구는철골모멘트골조의붕괴에이르는이력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강도한계 이선형 단자유도 시스템의 동

적 불안정을 연구하였다 동적 불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으로 붕괴 강도비를 선택하여 주기 강성 경화 기울기, , ,

음강성 기울기 연성 그리고 감쇠비가 강도한계 이선형 단,

자유도 시스템의 붕괴 강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지반운동 가속도는 개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통240 ,

해 각 변수가 붕괴 강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붕괴 강도비는 대체적으로 주기와 강성 경화 기울기 연,

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감쇠비가 감소하고 음강성 기울기

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그 값이 커졌다 이런 경향들을 반.

영할 수 있는 붕괴 강도비 예측식을 만들었으며 이 식은,

사이의 감쇠비에 대해 붕괴 강도비를 다양한 확률2~20%

분포에 따라 적절히 예측을 잘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강도한계 이선형 단자유도 시스템의

붕괴 강도비는 실제 철골 모멘트 골조의 동적 불안정을 간

략하게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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