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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진설계개념은일정한규모이상의지진이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크고 작은 손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년대후반에차세대내진설계방법론으로제안된성능1990

에 기초한 내진설계 기준에서도 인명안전 이나(Life Safety)

붕괴방지 성능수준에 대한 손상상태(Collapse Prevention)

에따르면구조부재의소성변형이발생하게된다.(1),(2) 현행

설계개념에따른철골모멘트골조건물은보와기둥의안정

적인 이력거동에 의해 많은 에너지를 소산하지만 설계지진

수준또는그이상의지진이발생한후구조물이한방향으

로 치우치는 잔류변형 이 발생하게(Residual Deformation)

된다 특히 가새골조의 가새 부재는 압축력을 받을 때 발생.

하는좌굴로인하여이력거동이불안정할뿐만아니라일부

층에손상이집중되고 복원기구가없기때문에모멘트골조,

보다 큰 변형이 잔류하게 된다 이러한 잔류변형은 구조물.

에 설치된 비구조 부재의 파괴뿐만 아니라 일부 구조 부재,

를교체하거나전체구조물을해체하여야하는문제점을야

비정형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비탄성 지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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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훈1) Christopoulos, C.･ 2) 김진구･ 3)

Choi, Hyun-Hoon Christopoulos, C. Kim, Jin-Koo･ ･

국문 요약 >> 최근새로운지진하중저항시스템으로셀프센터링 가새시스템이개발되었다 진보된가새시스템인비좌굴가새(SCED) .
시스템과는 달리 큰 지진이 발생한 후 구조물의 잔류 변형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셀프센터링 능력은 가새 시스템의(BRB) SCED

장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새와 가새 시스템의 거동에 비틀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다른 편심을 가진 차원. SCED BRB 3
구조물의응답을비선형동적해석을수행하여비교하였다 해석결과에따르면층간변위의높이방향의변화는비정형성에관계없이. SCED
가새골조의 응답이 가새골조보다 일정하였으며 잔류 층간변위와 잔류 회전 응답은 비정형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중층BRB , .
구조물에서 가새골조의 변형집중계수 는 가새골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새골조가 건물 높이에SCED (DCF) BRB . SCED
따라 보다 일정하게 변형함을 의미한다 의 크기에 대한 비틀림 비정형의 효과는 작았다. DCF .

주요어 셀프센터링 시스템 비좌굴 가새 비정형 구조물 잔류 변형 변형집중계수, , , ,

ABSTRACT >> A self-centering energy-dissipative (SCED) bracing system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s a new seismic force
resistant bracing system. The advantage of the SCED brace system is that, unlike other comparable advanced bracing systems that
dissipate energy such as the buckling restrained brace (BRB) system, it has a self-centering capability that reduces or eliminates
residual building deformations after major seismic even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orsion on the SCED brace and
BRB systems,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es were used to compare the responses of 3D model structures with three different
amounts of frame eccentric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story drifts of SCED braced frames are more uniform
than those of BRB frames, without regard to irregularity. The residual drift and residual rotation responses tended to decrease as
irregularity increased. For medium-rise structures, the drift concentration factors (DCFs) for SCED systems were lower than those
for BRB frames. This means that SCED-braced frames deform in a more uniform manner with respect to building height. The
effect of the torsional irregularity on the magnitude of the DCFs was small.

Key words self-centering system, buckling-restrained brace, irregular structure, residual deformation, drift concentr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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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다.

철골 모멘트골조의 접합부 상세를 간단하게 구성하여 지

진에 의해 예기치 못한 접합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안된 셀프센터링 기술은 기존 골조의 잔류(Self-Centering)
변형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3),(4) 셀프센터링

시스템은 요소의 탄성한도 내에서 복원력을 제공하는 고강

도강선과입력된에너지를소성거동에의해소산시키는강

재요소나마찰패드와같은에너지소산요소로구성된다 최.
근 등Christopoulos (5)

은구조물의층간에설치할수있는강

선 과 마찰요소로(Tendon) 구성된 셀프센터링(Self-Centering
Energy Dissipative, SCED) 가새를제안하였다 부재실험결.
과에따르면부재길이의 까지이력거동이안정적이고1.2%

원점을지향하였다 현재. 셀프센터링가새는 ‘SCEDTM 라는’
상표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다 또한 와. Zhu Zhang･ (6)

은변형후일정한온도이상으로가열하면원형으로돌아가는

초탄성(Superelastic 특성을 가진 니티놀 와이어) (Nitinol Wire)
를이용한재사용가능한이력감쇠가새(Reusable Hysteretic
Damping Brace 를 제안하였다 골조의 최, RHDB) . RHDB

대 층간변위는 프리텐션 니티놀 와이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층과 층 골조의 잔류변형. 3 6 RHDB
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등. Tremblay (7)

은 가새골SCED

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좌굴 가새골조의 응답

과비교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에따르면지진의위험도가.
낮거나 중간정도인 지진하중에 대해 가새골조의 잔SCED

류변형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무시할 정도였다 또한 발.
생가능한최대지진 에(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대해서도 비좌굴 가새골조에 비하여 잔류변형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셀프센터링 기술을 이용한 가새골조.
에 대한 연구는 제안된 가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부재

실험과부분구조체실험이수행되었지만 지진하중에대한,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내진성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유용성과 적용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차원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정3

형과 비정형 가새골조의 지진응답을 분석하였다 셀프센터.
링 가새골조의 응답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새골조 중 안

정적인 이력거동과 연성거동을 통하여 지진 입력에너지를

소산하는 비좌굴 가새골조
(8-10)

의 응답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층에서 층까지여섯가지의다른층수를가진구2 12
조물과 각 층수별 세 가지 다른 강성 비정형정형 오( , 20%

프셋 오프셋을 가진 모두 개의 구조물을, 40% ) 36 ASCE
7-05(11) 기준에따라설계하고비선형동적해석을수행하여

두 시스템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좌굴 가새와 셀프센터링 가새 시스템2.

기존가새의경우압축측에서가새의좌굴로인하여이력

거동이불안정할뿐만아니라에너지소산능력도현저히떨

어진다 이와는 달리 비좌굴 가새는. 그림 과 같이 철골 중1
심부재를철골튜브로보강함으로써압축력을받을때도인

장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이력거동을 보이고 에

너지 소산능력도 뛰어남을 알 수 있다.(8),(9) 그러나 중심 철

골부재의항복으로인하여큰변형후에는잔류변형이남게

된다.(12),(13) 이러한 잔류변형으로 인하여 비구조 부재의 손

상뿐만 아니라 비좌굴 가새 보와 기둥과 주요 구조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새의 이력거동은 개념적으로 그림 와 같이 강SCED 2
선의셀프센터링거동과마찰요소나항복이력을하는부재

의 에너지 소산형 이력거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가새. SCED
의 에너지 소산능력은 항복이력 요소의 항복하중이나 마찰

감쇠 요소의 마찰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에서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인2 의 변

화에따른이력거동은그림 과같다 여기서3 .  이면강선=0
만의 순수한 이력거동을 나타내고,  이면 에너지 소산=1.0
이원점을기준으로발생함을의미한다 만약 가새에. SCED
강선의 최대 변형 능력 이상의 하중이 작용할 경우 그림

와같이강선은점진적으로파단되고 가새는철4(b) , SCED
판 슬롯 사이에 볼트로 긴결하여 마찰력을 유도하는 마찰

요소의 제한된 미끄럼 변형에 의한 이력거동만 나타낸다.

철골 중심 부재(a) 철골 튜브(b) 비좌굴 가새(c)

그림< 1> 일반적인 비좌굴 가새의 형태

그림< 2> 셀프센터링 가새 구성 요소의 이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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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잔류변형이발생하게되고 가새가원점을SCED
지향하는 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가새의접합부에마찰요소5 (Fuse

를 도입하였다Element) .(14) 요소의 미끄럼 하중은 강Fuse
선의 파단하중보다 작고 내부 마찰요소의 미끄럼 하중보다

크다 이때문에내부가새가하중을받아변형할때는작동.
하지 않고 강선이 파단하기 전에 작동을 하여 강선을 보호

하고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소산하는 역할을 한다.
요소가 설치된Fuse 가새 부재의 이력거동은 그SCED

림 과같이내부 요소와접합부에마찰요소를사용6 SCED
한 요소를 직렬로 연결하여 모델링하였다 가새 부재Fuse .
는작용하는하중에대하여축방향변형으로저항하기때문

에각요소는 형태와완전탄소성이력거동을하는스Flag
프링요소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두 요소의 연결부에서.
회전에 대한 강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부재의 거동은 불안

정하게된다 따라서부재의전체거동에영향이없고연결부.
의회전을구속하기위하여단면적은매우작고 휨강성에영,
향을주는단면 차모멘트는매우큰값을가진더미2 (Dummy)
부재를 병렬로 연결하여 모델링하였다.
반복 하중에 대한 요소의 해석모델의 이력거동은SCED

그림 과 같다 요소에 작용하는 하중이 단부7 . SCED Fuse

그림< 5> 요소의 도입 등Fuse (Christopoulos , 2008(14))

그림< 6> 셀프센터링 가새의 해석 모델링

내부 셀프센터링 요소(a) 단부 요소(b) Fuse 전체 셀프센터링 가새(c)

그림< 7> 요소를 고려한 셀프센터링 가새의 이력거동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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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너지 소산 능력에 따른 셀프센터링 가새의 이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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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강선파단이후의셀프센터링가새의이력거동(Christopoulos

등, 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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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미끄러짐발생하중에도달하면 요소의힘과SCED
변형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요소의 변형만 증가하Fuse
게된다 이러한두요소의거동을고려한전체 가새. SCED
의 이력거동은 그림 와 같다7(c) .

예제 구조물과 모델링3.

예제 구조물의 설계3.1

예제 구조물은 층 층 층 층 층 그리고 층으2 , 4 , 6 , 8 , 10 12

로다양한층수의철골조구조물로 지역의도심지에위LA

치한다고가정하였다 모든구조물의경간의길이는 이. 9.1m

고각층의층고는 로일정하다 각층의무게는지붕3.65m .

층은 이고 그 이외의 층은 이다 횡하중 저5100kN 5410kN .

항시스템은 그림 과 같이 동서방향으로는 모멘트저항골조8

를배치하였고 남북방향으로는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 9

대각 가새형태의 가새골조나 역 형태의 비좌굴 가SCED V

새골조를배치하였다 비정형성이가새골조의거동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가새골조를 건물의8

외곽에 설치한 정형구조물과 외곽에서 동서방향장변방향( )

길이의 내부위치에가새골조를설치한경우 오프20% (20%

셋와 내부 위치에 가새를 설치한 비정형 구조물) 40% (40%

오프셋을고려하였다 가새골조의보와기둥은) . ASTM A992

강재를 사용하였고 중력골조와 모멘트저항골조의 기둥과,

보는 각각 와 강재를 사용하였다ASTM A992 A36 .

설계하중은 ASCE 7-05(11)기준에따라산정하였고, AISC

의 내진규정
(15)
과 하중저항계수 설계기준

(16)
을 적용하였다.

가새골조에대한설계기준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SCED

기때문에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 가새의뛰어난4 SCED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비좌굴 가새골조의 설계기준을 적용

하였다 각 층에 설치된 가새와 비좌굴 가새의 요구. SCED

강도( 에대한설계강도) ( 의비) ( 는 이상) 0.95

이되도록가새를설계하였다 따라서구조물의높이방향으.

로  비의 분포는 일정하다 세 가지 다른 강성 비정.

형을가진예제구조물들중 오프셋구조물의설계밑20%

면전단력과설계된구조물의동적특성은표 과같다 설계1 .

결과에따르면 가새의축방향강성이비좌굴가새의SCED

등가강성( 절 식 참조보다 크기 때문에, 3.2 (1) ) SCED

그림< 8> 예제 구조물의 평면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입면(a)

비좌굴 가새골조의 입면(b)

그림< 9> 가새골조의 입면

표< 1> 예제 구조물의 설계 밑면전단력과 동적 특성

비좌굴 가새골조 오프셋(a) (20% )

층수 (kN) 
주기(sec) 질량참여율(%)

차모드1 차모드2 차모드1 차모드2

2 1889.7 0.180 0.416 0.159 89.3 10.7

4 3169.9 0.149 0.653 0.249 81.4 13.4

6 3142.6 0.098 0.993 0.362 77.4 14.9

8 3238.0 0.075 1.350 0.478 74.7 16.0

10 3428.6 0.064 1.746 0.594 72.6 17.0

12 3591.8 0.056 2.142 0.711 71.0 17.7

셀프센터링 가새골조 오프셋(b) (20% )

층수 (kN) 
주기(sec) 질량참여율(%)

차모드1 차모드2 차모드1 차모드2

2 1878.7 0.179 0.357 0.132 88.7 11.3

4 3624.1 0.170 0.545 0.191 79.8 15.3

6 3603.0 0.112 0.866 0.291 74.8 16.7

8 3242.8 0.076 1.286 0.413 72.3 18.3

10 3428.6 0.064 1.611 0.499 70.2 19.1

12 3591.8 0.056 2.047 0.610 67.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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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구조물의 주기가 비좌굴 가새골조의 주기보다 짧았다.

예제 구조물의 지반조건은 단단한 토사지반 으로(Class D)

가정하였고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가속도 계수는

각각 =2.1,  이다 구조물이 중저층이기 때문에 횡=0.8 .

하중은 지진하중이 풍하중에 비하여 크다 따라서 산정한.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하여 응답스펙트럼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예제 구조물의 해석 모델링3.2

예제 구조물은 비선형 해석프로그램인 Ruaumoko(17)를

이용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새골조와 중력하중 저.

항골조의보와기둥은전단접합으로가정하였고 해석모델,

에서는 보 양단은 힌지로 연결하였다 보와 기둥의 항복후.

강성비는초기강성의 이며 부재의단부에서만소성힌지2% ,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가새는그림 과같은방법으로모델링하였고SCED 6 , 2.0%

의층간변위에서 단부 요소가 작동하도록 마찰요소의Fuse

미끄럼하중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좌굴 가새의 중심 철골 부재는 그림 과10

같이 항복 영역 전이 영역 접합부 영역으로 나뉜다, , .

가새의설계는하중에의한요구강도에대하여항복영역

의 단면적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좌굴 가새골조의.

해석시항복영역의단면적을기준으로가새부재를모델링

한다면실제비좌굴가새골조의강성을작게평가하게된다.

따라서각부분의강성의영향을고려한식 과같은등가(1)

강성( 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





 


 





(1)

여기서 , 와 는각각항복영역의강성 접합영역과,

전이 영역의 강성이다 비좌굴 가새의 부재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의크기를바탕으로항복영역을기준으로산정한강

성( 과 식 을 이용하여 산정한 등가강성) (1) ( 은 표) 2

와같다 각실험체에따라강성의차이는 정도차이. 10~46%

가 발생하였다 이중 형 접합부를 사용한. (Double) T Newell

등의 와 실험체는강한접합부로인하여1G 2G  의비

가 가장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심철골부재가 비선.

형이력거동을하는동안접합부에서는손상이발생하지않

도록 충분히 강하다고 가정을 하고 가새의 강성은, 의

배를사용하였다 그리고가새부재의항복강도는항복1.45 .

영역의 단면적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비좌굴가새의실험결과
(8),(9)

에따르면부재의항복이후변

형도경화현상이나타나는데이를고려하기위하여 ‘Isotropic/

이력모델Kinematic Strain Hardening Ramberg-Osgood’

을사용하였고 압축시항복강도가인장항복강도보다, 10%

크다고가정하였다 이력모델구현을위하여 등. Tremblay (19)

에수행된실험결과에부합되게 이력모델Ramberg-Osgood

의Weighting Coefficient( 와) Ramberg-Osgood factor()

를 각각 와 로 조정하였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0.65 17 . 11

사용한 비좌굴 가새의 이력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10> 비좌굴 가새의 중심 철골 부재의 구성

표< 2> 항복 영역의 단면적을 이용한 강성( 과 등가강성) ( )

등의 실험체(a) Black (2002)(8)

실험체 (kN/mm)  (kN/mm)  

99-1 135.7 170.9 1.26

99-2 180.9 221.5 1.22

99-3 240.3 267.6 1.11

00-11, 00-12 332.5 364.8 1.10

등의 실험체(b) Merritt (2003)(9)

실험체 (kN/mm)  (kN/mm)  

1D, 2D 235.1 316.5 1.35

3D, 4D 376.2 447.2 1.19

5D, 6D 515.1 614.2 1.19

등의 실험체(c) Newell (2006)(18)

실험체 (kN/mm)  (kN/mm)  

1G, 2G 232.3 339.8 1.46

3G, 4G 548.1 686.2 1.25

그림< 11> 모델을이용한비좌굴가새의이력모델Ramberg-Osgood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통권 제 호12 4 ( 62 ) 2008. 840

비정형 가새골조의 동적응답4.

비선형동적해석에사용된지진하중은 SAC Steel Project

에서제시하고있는 지역의단단한토사지반LA ( 에서) 50

년에 발생확률이 인 개의 지진기록10% 20 (20)
을 사용하였다.

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지진기록의평균응답스펙트럼12

이 설계응답스펙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균 응답스펙

트럼에 배를 하였다1.1 .

구조물의고유감쇠비는 로가정하였고구조물의응답3%
은 각 개 지진에 대한 최대 응답들의 평균값으로 나타내20
었다 층간변위를 층의 높이. ( 에 대한 비로 나타낸 그림)

과그림 를보면 층이하의구조물에서는층간변위의13 14 8
높이방향으로 변화가 가새골조가 비좌굴 가새골조SCED
보다상대적으로작았다 그러나 층과 층구조물에서는. 10 12
두 시스템의 층간변위가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갈수록 작

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비정형성에따른층간변위응답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기준에 따라 수.
평비정형성을검토하고내부가새골조 편심 편(20% , 40%
심는비틀림에의한추가적인모멘트를고려하였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제거하면 원점을 지향하는 강선

의 특성을 이용한 가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SCED
지진이 끝난 후 구조물의 자유진동이 정지 상태에 도달한

후각층별잔류변형을확인하였다 개념적으로 가새. SCED
골조는 그림 와 같이 잔류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원점15(a)그림< 12> 설계스펙트럼과 지진하중의 평균응답스펙트럼

층 구조물(a) 4 층 구조물(b) 8 층 구조물(c) 12

그림< 13> 비좌굴 가새골조의 층간변위 응답

층 구조물(a) 4 층 구조물(b) 8 층 구조물(c) 12

그림< 14>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층간변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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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한다 그러나 과도한 하중에 대하여 강선의 파괴를.
방지하기위하여가새부재의단부에 요소를Fuse 도입하였

기때문에그림 에나타낸것과같이 요소의작동7 Fuse 하

중에도달하면내부 요소는더이상하중을받지않고SCED
단부 요소의미끄럼에의해저항한다 즉그림 에Fuse . 15(b)
나타낸것과같이단부 요소의미끄러짐이어느한방Fuse

향으로발생한후같은크기의하중이반대방향으로작용하

지 않으면 그만큼의 잔류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형은지진발생이후 요소의마찰력을도입하기위하Fuse
여 조였던 볼트를 풀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잔류 층간변위 응답을 나타낸 그림 과 그림 을 보면16 17

SCED 가새골조의 경우 단부 가 층간변위에서 작Fuse 2%

층 가새 지진(a) 1 SCED (LA01 ) 층 가새 지진(b) 6 SCED (LA16 )

그림< 15> 셀프센터링 가새의 이력거동 층 정형 셀프센터링 가새골조(SCED) (6 )

층 구조물(a) 4 층 구조물(b) 8 층 구조물(c) 12

그림< 16> 비좌굴 가새골조의 잔류 층간변위 응답

층 구조물(a) 4 층 구조물(b) 8 층 구조물(c) 12

그림< 17> 셀프센터링 가새골조의 잔류 층간변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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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에서 보다 작은0.5%

잔류층간변위가발생하였다 이러한잔류층간변위는구조.

물의층수에관계없이유사하였다 그러나비좌굴가새골조.

의잔류층간변위는구조물의높이가높아질수록커졌고일

부 층에 집중되었다 비좌굴 가새는 중심 철골 부재의 항복.

이후이력거동에의하여지진입력에너지를소산시키고 부,

재의작은항복후강성때문에가새의항복이발생한일부

층에 손상이 누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와Kiggins Uang(13)은비좌굴가새골조에모멘트저항골조를

부분적으로도입함으로써최대층간변위는약 정도줄10%

이지만 잔류 층간변위는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해석적 연구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 지진하중에 대한 각 구조물의20

최대응답의평균값은그림 과같다 비좌굴가새골는일부18 .

구조물을 제외하고 비정형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구조물의

최대층간변위는설계기준인 층이하와2.5%(4 ) 2.0%( 층 초4

과를만족하였다그림 그러나 가새골조의최) ( 18(a)). SCED

대 층간변위는 설계기준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새롭게 도입.

된 가새골조의 내진설계를 위한SCED 반응수정계수와 같

은 설계계수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시

비좌굴 가새골조와 동일한 설계계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새골조의층간변위를줄이기위하여제안된시스템SCED

에적합한설계계수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잔류 층간변위는 가새골조의 경우 층 구조물을SCED 2

제외한 모든 구조물의 응답이 이하였다 그러나 비좌0.5% .

굴가새골조의잔류변형은약 로이는지진에의0.5~1.5%

해구조물이진동하는동안순간적으로발생하는최대변위

의 약 가 영구변형으로 잔류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70% .

여 구조물의 구조 부재뿐만 아니라 비구조 부재의 보수 보･
강에막대한비용을지출할뿐만아니라구조물을해체해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 두 가새시스템 모두 비정형성이 증.

가할수록 잔류 변형은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비좌굴

가새골조에서더욱컸다 그림 에나타낸각층의회전. 18(c)

응답을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듯이 비정형성과 구조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회전 응답도 커졌고 두 시스템의 회전

응답의 차이는 작았다.

구조물의 일부 층에 손상이 집중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식 를이용하여각구조물의변형집중계수(2) (Drift Con-

centration Factor, DCF)(21)를 산정하였다.

 

 (2)

최대 층간변위(a) 잔류 층간변위(b)

최대 층 회전각(c) 변형집중계수(d)

그림< 18> 예제 구조물의 최대 응답과 변형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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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은 층간변위와 지붕층의 변위이다 그리고.

와 은 각각 층의 높이와 구조물의 전체 높이를 나타낸

다 값이 이면 구조물은 전체 높이에 선형으로 변. DCF 1.0

형함을 의미한다 층 이상의 구조물에서는 가새골. 8 SCED

조의 값이 비좌굴 가새골조보다 작았다 이것은 그림DCF .

과 그림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새골조의 층13 14 SCED

간변위가구조물높이방향으로보다균등하게발생함을의

미한다 변형집중계수에 대한 비정형성의 영향은 작았다. .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소성거동에 수반되는 잔류변형

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이력거동에 의해 에너지를 소산시키

는 특성을 가진 정형과 비정형 셀프센터링 가새골(SCED)

조의지진응답을비좌굴가새골조의거동과비교하였다 이.

를 통하여 최근 개발된 가새 시스템의 유용성과 적SCED

용성을 검토하였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비좌굴 가새골조의 설계계수를

그대로 가새골조에 적용할 경우 층간변위가 허용한SCED

계보다구조물의높이에따라약 정도컸다 따라서9~38% .

새로운 시스템인 가새골조에 적합한 설계계수에 대SCED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층 구조물의 높이에 따른 층. SCED

간변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일정하였다 이는 어느 층에.

손상이 집중되어 구조물의 붕괴를 가져오는 기존 가새골조

의단점을보완하는장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일부지진.

하중에대하여단부 요소의작동으로인하여 가Fuse SCED

새골조의 잔류 변형이 발생하였지만 비좌굴 가새골조의 잔

류응답의약 수준이었다 여기서 는비좌굴가22~81% . 81%

새골조의 잔류변형 응답이 작은 층 구조물의 비이다2 .

정형과 비정형 가새골조의 최대 층간변위 응답은 비정형

성에관계없이일정하였다 이것은수평비정형을설계과정.

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잔류 층.

간변위는비정형성이커질수록 층회전각은비정형성이작,

을수록 감소하였다 구조물의 일부 층에 손상이 집중되는.

정도를나타내는변형집중계수는 가새골조의계수가SCED

비좌굴가새보다작았다 이것은 가새골조의각층별. SCED

층간변위가 비교적 일정함을 의미한다.

이상과같이 가새골조안정적인이력거동과큰에SCED

너지소산능력을가지고있고구조물의잔류변형을크게줄

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해석적 연구.

를거쳐현재구조물의내진시스템으로많이적용되고있는

비좌굴가새골조와마찬가지로 가새골조도머지않아SCED

새로운 횡하중 저항시스템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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