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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작성을 위한 강도감소계수 공식의 비교 평가

Comparative Evaluation of Formulas of Strength Reduction Factors for the 
Generation of an Inelastic Demand Spectrum

조성국1) ･ 박웅기2) ･ 조양희3)

Cho, Sung Gook ･ Park, Woong Ki ･ Joe, Yang Hee

국문 요약 >>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형상은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은 강도감소계수

를 적용하여 탄성응답스펙트럼을 비례축소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도감소계수의 공식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는 과거에 제안된 공식에 따라 작성된 강도감소계수 곡선과 비탄성요구스펙트럼 곡선의 형상 및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조사된 공식으로 작성된 강도감소계수 곡선의 평균곡선을 구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평균 곡선의 공식을 유도하였다. 비교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제안된 강도감소계수 공식에 따라 작성된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형상은 기존에 제안된 공식으로 생성한 비탄성요구스펙

트럼의 평균곡선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비탄성요구스펙트럼, 내진성능평가, 강도감소계수, 평균곡선

ABSTRACT >> The shape of an inelastic demand spectrum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seismic evaluation results of a 
structure. The inelastic demand spectrum could be obtained by scaling down from the elastic response spectrum by applying the 
strength reduction factor (SRF). This study has investigated formulas for SRFs that were suggested by numerous previous studies. 
This paper compares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shapes of the curves of the SRFs and the inelastic demand spectra that 
were produced by applying the various formulas for SRFs. The mean curve was computed from the SRF curves generated by the 
various formulas. This study derives a new formula for the SRF curv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comparative study,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formula for the SRF can generate the mean curve of the inelastic demand spectra which have been 
previously suggested by others.

Key words Inelastic Demand Spectrum, Seismic evaluation, Strength Reduction Factor, Mean Curve

1. 서 론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한 내진설계법은 구조공학

에서 추구하는 안전성과 경제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초기에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된 역

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은 비탄성내진설

계법 중에서도 간편한 방법으로서 최근들어 실무에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역량스펙트럼법을 이용한 구조물의 

내진설계 혹은 내진성능평가는 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하

는 비탄성요구스펙트럼(Inelastic Demand Spectrum)을 정

확하게 예측할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은 탄성요구스펙트럼을 적절한 방법

으로 비례 축소시켜서 작성한다. 탄성스펙트럼을 축소시켜

서 비탄성스펙트럼을 작성하는 근사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은 탄성 구조물이 비탄성 영역

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비탄성에너지를 등가감쇠비의 증

가로 반영하여 비탄성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탄성스펙트럼을 강도감소계수로 직접 나누어 

비탄성스펙트럼을 구하는 방법이다. 등가감쇠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감쇠비의 증가로만 반영하

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강도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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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탄성시스템과 비탄성시스템의 하중-변위 관계

<그림 2> 탄성응답스펙트럼과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형상

를 이용하는 방법이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보다 효과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내진공학에서 그동안 진행한 강도감소계수에 대한 연구

는 과거에 발생된 지진기록을 이용하여 비탄성 단자유도시

스템의 비선형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통계분석하여 강도감소계수의 공식

을 유도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므로 비탄성요구스

펙트럼의 작성에 대한 연구는 구조물의 비탄성모델의 종류

와 지반의 종류에 따른 스펙트럼의 작성 방법에 대한 연구

로 구분된다. 

이 전의 연구에서 구조물은 탄소성모델(Elasto-plastic 

Model)(2-4), 이선형모델(Bilinear Model) 혹은 강성저하모델

(Stiffness Degrading Model)(5-7)
로 가정하였다. 지진파형의 

특성은 지진이 전파되는 매질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

로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강도감소계수를 

제안하고 있다.(4),(8) 그리고 지진의 이동거리에 따른 특성이 

서로 다른 사실에 주목하고, 강도감소계수를 근거리지진과 

원거리지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
(9)
가 수행된 바 있

다. 국내에서는 송종걸 등
(9)
이 구조물을 이선형모델과 강성

저하모델로 구분하고, 모델별로 구분된 강도감소계수의 공

식을 제안하였다. Miranda & Bertero(10)
는 과거에 발표된 

여러 가지 강도감소계수 공식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현재까지 강도감소계수는 구조시스템의 종류와 지반조건 

및 선정된 지진파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경험식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왔다. 기존에 제안된 강도

감소계수의 공식은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무

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에 제안된 공식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식

의 특성과, 계산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여러 형태의 강도감소계수 공식

을 조사하고,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각 공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강도감소계수 곡선과 비탄성요구스펙트럼 곡선의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제안된 공식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새

로운 공식을 유도하였다.

2. 강도감소계수를 이용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

2.1 강도감소계수의 정의

구조물이 가진 연성 능력에서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면 구

조물의 설계지진하중을 변위연성도(Ductility)의 값에 따라

서 감소시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은 하중 작용을 받는 구조물의 탄성거동과 

비탄성 거동에 대한 하중-변형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비탄성 영역에서 하중과 구조물의 변형 관계는 실제로는 비

선형 곡선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탄성 구조시스템은 이선형 혹은 탄소성 모델로 표

현한다. 그림에서, 는 구조물의 항복강도를 의미하며, 
는 탄성지진력이다. 그리고 는 탄성시스템의 구조물의 변

형량, 는 항복에 도달할 때의 구조물의 변형량, 는 최대

비탄성변형량이다. 구조물의 비탄성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변위연성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그림 2는 탄성응답스펙트럼과 임의의 변위연성도에 대한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다. 강도감소계수는 그

림에 보인 임의의 주기, 에서 탄성지진력에 대한 항복후

의 비탄성지진력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강도감소계

수는 탄성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임의의 변위연성도에 해당

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가속도로 나눈 값이다. 그림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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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도감소계수 공식의 검토 대상 목록

No. 제안자 주요 특징 발표년도

① Newmark & Hall(2)
탄소성모델, 가속도, 속도, 변위 민감구간 구분, El Centro 지진파형 1973

② Lai & Biggs(3)
탄소성모델, Newmark & Hall의 탄성스펙트럼에 부합하는 20개 인공지진 1980

③ Riddell, Hidalgo & Cruz(4)
히스테리틱 탄소성모델, 4종류 부지의 기록지진 1989

④ Riddell & Newmark(5)
탄소성모델 및 이선형 강성저하모델, 10세트의 암반과 충적토 부지의 기록지진 1979

⑤ Nassar & Krawinkler(6)
이선형 강성저하모델, 미국 서부의 암반과 충적토 지반의 15개 기록지진 1991

⑥ Vidic, Fajfar & Fischinger(7) 4가지 이선형 강성저하모델, 미국 서부 암반과 충적토 지반의 20여개 기록지진 1992

⑦ Miranda(8)
이선형모델, 암반, 충적토 및 토사지반의 124개 기록지진 1994

⑧ Song & Jin(9)
이선형 강성저하모델, 40세트의 원거리 지진 및 근거리 지진 2007

⑨ Takeda, Hwang & Shinozuka(11)
탄소성모델 및 이선형모델, 다자유도시스템, 인공지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988

⑩ Hidalgo & Arias(12) Riddell, Hidalgo & Cruz의 자료 재분석 1990

⑪ Ordaz & Perez(13)
탄소성모델, 다양한 부지의 440개 기록지진 1998

⑫ Eurocode(14)
설계기준의 공식, 거동계수(Behavior Factor)로 규정 1996

서, 와 는 각각 탄성응답스펙트럼가속도와 비탄성응답

스펙트럼가속도이다. 

강도감소계수, 는 구조물의 변위연성도와 주기의 함수

로서, 식 (2)와 같이 표현한다. 그리고 응답스펙트럼변위와 

응답스펙트럼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최대비탄

성변형량은 식 (3)으로 계산한다.

 

      (2)

 




 
 



  

            (3)

2.2 강도감소계수 공식

다음은 이전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도감소계수 공식 중

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선별하고, 각 공식의 주요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목록은 표 1에 

보인 바와 같다.

① Newmark & Hall (NH)⑵

Newmark & Hall은 El Centro 지진과 다른 두 개의 기

록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의 분석과 펄스형 충격운동에 

대한 단순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하여 구조물의 주기 구간별

로 구분되는 강도감소계수 공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강도감

소계수를 이용한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의 작성방법에 대한 

기본개념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강도감수계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주기 구간으로 구분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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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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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where,    log



 




여기서, 는 구조물의 고유주기이고, , ′  및 는 통제

주기로서 다음과 같다.

  

    (5b)


′ 

    (5b)

  

    (5c)

여기서, , , 는 각각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최

대지반변위이다. 미국 ASCE의 설계기준
(15)

에 의하면, 부지

가 암반인 경우와 토사지반인 경우로 구분할 때 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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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ai & Biggs 식에 사용된 변수 값

주기범위 계수        

≤
 1.6791 2.2296 2.6587 3.1107

 0.3291 0.7296 1.0587 1.4307

≤
 2.0332 2.7722 3.3700 3.8336

 1.5055 2.5320 3.4217 3.8323

≤
 1.8409 2.4823 2.9853 3.4180

 0.2642 0.6605 0.9380 1.1493

각  sec와  sec를 적용하고, 은 동일

하게 6을 적용한다. , , 는 탄성응답스펙트럼의 가

속도, 속도 및 변위 구간의 증폭계수로서 메디안 스펙트럼

(Median Spectrum)의 5% 감쇠비 곡선인 경우에 각각 2.6, 

1.9, 1.4를 제안하였다.(2)

② Riddell & Newmark (RN)(5)

이 연구는 기록지진의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통계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들은 감쇠비가 2, 5, 10%인 모델과 암

반과 충적토(Alluvium)로 구분된 지반상태를 대상으로 연

구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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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쇠비 는 ≤ ≤ 일 때, 식 (6)의 변수는 

  ,    
,    ,    , 

   
,    

,    
,   이

다. 이들은 감쇠비 5%인 경우에 증폭계수 , , 에 

2.77, 2.15, 2.10을 각각 적용하였다.

③ Lai & Biggs (LB)(3)

이 연구는 20개의 인공지진과 50개의 주기, 4개의 변위

연성도를 갖는 탄소성모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로그식 형태의 공식을 제안하였다.

 log  (8)

여기서, 변수 와 의 값은 표 2에 보인 바와 같다.

④ Takeda, Hwang & Shinozuka (THS)(11)

Takeda, Hwang & Shinozuka는 탄소성모델과 이선형모

델의 다자유도 모델을 대상으로 강도감소계수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수많은 인공지진을 입력운동으

로 하여 추계론적해석(Stochastic Analysis)과 몬테카를로 

수치실험(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연구결

과로서 비탄성스펙트럼의 에너지등치구간의 변동성 크기에 

대하여 다음의 식과 계수 값이 제안되었다.

    (9)

여기서, 는 와 의 에너지 편차에서 기인한 조절계수로

서 1.05~1.34의 값을 보인다. 의 중앙값은 1.2이다.

⑤ Riddell, Hidalgo & Cruz (RHC)(4)

Riddell, Hidalgo & Cruz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진기

록을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5% 감쇠비를 가진 탄소성 

단자유도계의 변위연성도  ∼인 모델을 대상으로 매

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을 제안하였다.

 













 ≤ 

   ≤

 (10)

여기서,  는 통제주기이며, 구조물의 주기가  이상이면, 

는 일정한 값,  로 수렴한다. 수집된 지진기록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제시한 계수 값은 표 3에 보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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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iddell, Hidalgo & Cruz 공식의 변수 값

=2 =3 =4 =5 =6 =7

 2.0 3.0 4.0 5.0 5.6 6.2

(sec) 0.1 0.2 0.3 0.4 0.4 0.4

<표 4> Krawinkler & Nassar 식의 변수 값

항복 후 강성비  a b

0.00 1.00 0.42

0.02 1.01 0.37

0.10 0.80 0.29

<표 5> Vidic, Fajfar & Fischinger 식의 변수 값

Model
Symbol    

Hysteresis Damping

Q
Mass QM 1.0 1.0 0.65 0.30

Instantaneous 
Stiffness QI 0.75 1.0 0.65 0.30

Bilinear
Mass BM 1.35 0.95 0.75 0.20

Instantaneous 
Stiffness BI 1.10 0.95 0.75 0.20

⑥ Hidalgo & Arias (HA)(12)

Hidalgo & Arias는 기존의 연구자료
(4)
를 재분석하고, 다

음과 같은 새로운 공식을 제안하였다. 

  



  (11)

상수 와 통제 주기 에 대하여 각각 0.1과 0.2sec가 추

천된다.(10)

⑦ Nassar & Krawinkler (NK)(6)

Nassar & Krawinkler는 미국 서부지역의 암반과 충적토 

부지에서 기록된 15개의 기록지진을 사용하여 이선형 강성

저하모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다음 식을 제안하였다.

   
 (12a)

 

 


  (12b)

여기서, 와 는 항복후 강성비, 에 따라 결정되며, 표 4

에 보인 바와 같다.

⑧ Vidic, Fajfar & Fischinger (VFF)(7)

Vidic, Fajfar & Fischinger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

한 20여개의 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이선형모델과 강성저하

모델(Q-model)의 이력거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다음과 같

은 공식을 제안하였다.

 
















 ≤


  

 (13)

  
 (14a)

   

   (14b)

여기서, 증폭계수 와 는 각각 2.5와 2.0이다.(7) 
그리고 

식 (13)과 식 (14a)의 상수 값은 구조 모델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표 5에 보인 바와 같다.

⑨ Miranda (M)(8)

Miranda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선별된 124개의 강진기

록을 분석하고,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강도감소계수 

공식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구조모델은 5%의 

감쇠비와 항복 후 강성비 3%를 갖는 이선형모델이다.

 


≥  (15)

여기서 변수 는 암반지반, 충적토지반, 토사지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식 (16a), (16b), (16c)로 계산된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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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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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16c)

여기서, 는 지반고유의 특성주기로서,   sec을 적

용하였다.(10)

⑩ Ordaz & Pérez (OP)(13)

Ordaz & Pérez는 Newmark-Hall(2)
의 강도감소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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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ong & Jin의 식에 사용된 변수 값

지진 특성 Model Symbol  

근거리 지진
이선형 SJ (NB) 0.35 0.97

강성저하 SJ (NS) 0.38 0.99

원거리 지진
이선형 SJ (FB) 0.19 0.99

강성저하 SJ (FS) 0.28 1.15

진동수 구간별로 과소 혹은 과대평가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진 440여개의 지진기

록을 이용하여 지반조건이 강도감소계수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감쇠와 변위연성도, 지반조건 등

을 고려하여 식 (17)과 같은 공식을 제안하였다.

  max
 



  (17)

여기서,  이다.

⑪ Song & Jin (SJ)(9)

이 연구는 구조물을 이선형모델과 강성저하모델로 구분

하고, 40개의 근거리 지진과 원거리 지진을 입력운동으로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비선형모델에 대하여, 

고유주기가 0.03sec~4.00sec까지 변화하는 총 50개의 경우

를 연구하고 식 (18)과 같은 공식을 제안하였다. 표 6은 식 

(18)에 사용된 상수의 값이다.

  ln  (18)

(if   ,   )

⑫ Eurocode 8 (EC8)(14)

Eurocode 8에서는 강도감소계수와 유사한 형태로서 거

동계수(behavior factor)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제

시하는 강도감소계수는 구조물의 주기가 0.7sec까지 선형증

가하고 그 이상에서는 변위연성도와 같다.

  


≤≤ 

    

 (19)

2.3 제안된 공식의 검토

이론적으로 강도감소계수는 주기가 0인 경우에 1의 값을 

가지며,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주기가 길어지면, 

강도감소계수는 변위연성도의 값에 수렴한다. 즉, 모든 연성

도와 감쇠비 시스템에 대하여 만약 가 0으로 수렴하면, 

는 1로 수렴하고, 가 무한대(∞)로 수렴하면, 는 

로 수렴한다.(10) 

앞서 조사된 공식으로 계산된 강도감소계수의 값을 그림 

3에 비교하였다. 그림 3의 각 곡선은 암반지반 혹은 견고한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이전의 연구 결과
(5)
에 의

하면, 탄소성시스템, 이선형시스템 및 강성저하시스템의 최

대 응답은 매우 유사하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탄

소성시스템과 이선형시스템의 강도감소계수 곡선을 함께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강도감소계수는 제안자의 종류와 고

려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를 보인다. 그림 3

에 나타낸 대부분의 곡선은 주기가 증가할수록 변위연성도

에 수렴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곡선은 주기가 증가하면, 

강도감소계수 곡선이 변위연성도 값을 초과하여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3. 새로운 강도감소계수의 공식

3.1 평균곡선

기존의 강도감소계수 공식은 모델종류, 지진파의 특성 및 

지반상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에 제안된 강도감소계수의 평균을 구하

였다. 이때, 조사된 각 공식 중에서 조건이 다른 몇 가지 공

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표본에서 선별 제외하였다.

(1) Takeda, Hwang & Shinozuka의 공식은 주기의 함수

식이 아니고, 특정한 스펙트럼 구간에 대한 계수임.

(2) Ordaz & Pérez 공식은 특정한 탄성응답스펙트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는 공식임.

(3) Song & Jin의 공식은 강도감소계수의 값이 변위연성

도에 수렴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발산하는 형태임. 

그림 4는 선별된 공식들로 작성된 강도감소계수 곡선을 

구조물의 변위연성도에 따라 구분하여 평균곡선과 함께 비

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식으로 작성

한 곡선은 평균곡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산된 평균곡선은 표본 곡선의 중앙값 근처

에 위치하고 있고, 일정 주기 이상의 구간에서 변위연성도 

값에 수렴한다.

3.2 회귀분석 모델

제안된 강도감소계수의 평균곡선의 함수식을 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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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공식의 종류별 강도감소계수 곡선의 형태

<그림 4> 선별된 강도감소계수의 곡선 및 평균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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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안된 공식으로 구한 강도감소계수의 평균 값

            고유주기(sec)
변위연성도

0.001 0.12 0.24 0.6 1 2 3 4

2 1.01 1.50 1.66 1.99 2.06 2.05 2.04 2.03
3 1.01 1.80 2.19 2.93 3.09 3.08 3.05 3.04
4 1.01 2.04 2.62 3.82 4.09 4.09 4.05 4.05
5 1.01 2.24 2.98 4.65 5.08 5.09 5.04 5.06

<그림 5> 강도감소계수의 평균곡선과 회귀분석 결과의 비교

하여 대표적으로 변위연성도 값이 4개인 경우에 대하여 8개

의 고유주기 점에서 강도감소계수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변

위연성도는 =2, 3, 4, 5이고, 주기 점은 T=0.001, 0.12, 

0.24, 0.6, 1, 2, 3, 4sec이다. 각 공식들의 평균 강도감소계

수 값을 표 7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비선형 함수식을 적용하

여 곡선적합을 시도하였다.

⑴ 자연로그를 이용한 회귀분석

자연로그를 이용한 회귀분석으로 매개변수는 2개를 사용

하며,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20)

⑵ 거듭제곱곡선을 이용한 회귀분석

거듭제곱을 이용한 곡선 회귀분석으로 매개변수는 3개를 

이용하며,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21)

⑶ 비선형 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세 번째 회귀분석 식은 비선형 함수로서 3개의 매개변수

를 이용하며 다음 식으로 표현하였다. 

 


 


  (22)

표 7에 보인 평균 강도감소계수와 위의 세 가지 회귀분석 

식을 이용하여 구한 곡선을 그림 5에 함께 비교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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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식 (23)에 대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2.0 3.0 4.0 5.0

 0.191 0.128 0.102 0.087

 2.268 3.375 4.354 5.241

 1.144 1.202 1.24 1.27

<그림 6> 식 (23)의 계수 에 대한 회귀분석

<그림 7> 식 (23)의 계수 에 대한 회귀분석

<그림 8> 식 (23)의 계수 에 대한 회귀분석

<표 9> 식 (23)의 계수    계산식

Coefficient Formula

  

 

 

<그림 9> 강도감소계수의 평균곡선 비교

5에서, 식 (20)과 식 (21)은 단주기 구간에서 평균곡선과 다

소 차이가 있고, 장주기 구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식 (22)는 모든 주기 구간에서 

평균곡선의 형상과 매우 잘 적합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식 (23)을 강도감소

계수의 평균곡선을 표현하는 식으로 결정하였다. 회귀분석

에서 결정된 상수   의 값은 표 8에 보인 바와 같이 변

위연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23)

표 8의 상수  ,  및 의 값에 대한 곡선식을 얻기 위하

여 그림 6~8에 2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상

수   는 변위연성도에 대한 거듭제곱식으로 곡선적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식 (23)의 

계수는 표 9와 같은 형태의 식으로 결정하였다.

3.3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비교 검토

그림 9는 식 (23)을 이용하여 계산된 강도감소계수 곡선

과 기존의 제안식으로 구한 강도감소계수의 평균곡선을 비

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된 강도감소

계수의 평균곡선과 이 연구에서 결정한 새로운 공식으로 작

성된 곡선은 전체 주기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변위연성도의 값이 커질수록 일부 

주기 구간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식의 값이 약간 커지

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변위연성도와 주기에 무관한 하나

의 식으로 표현하고자 회귀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식의 특성

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0은 ASCE 4-98(15)
에서 제시하고 있는 New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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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강도감소계수 공식에 의해 작성된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비교

<그림 11>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평균곡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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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의 탄성설계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안된 공

식으로 구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과 이 연구에서 유도된 새

로운 공식으로 구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다. 

탄성설계스펙트럼은 현재 원전 구조물의 설계시 사용되는 

PGA값인 0.2g로 비례 조정하였다. 그림에서 기존에 제안된 

공식들로 구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 곡선은 제안자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이전에 제안된 각 공식으로 구한 비탄성요구

스펙트럼의 평균곡선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식으로 계산

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두 곡선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작성에 적용하는 

강도감소계수의 공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

구자들이 제안한 각종 공식의 특성과 조건을 분석한 후 이

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

여 새로운 강도감소계수 공식을 제시하고, 비교 검토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한 구조모델과 지반조건을 대상으로 개발된 강도감

소계수의 식은 제안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공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학자

의 판단이 중요하다.

2. 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제안된 강도감소계수 공식을 

적용하여 작성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은 기존의 연구자

들이 제안한 공식에 따라 작성한 비탄성요구스펙트럼의 

평균값이 모사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함수식을 제안하였다.

3. 신뢰성 기반의 내진설계 또는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비탄

성응답스펙트럼의 평균 곡선을 구하고, 그의 변동성 크

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실무에서 적용하는 역량스펙트럼법에서는 공학자

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감소계수 공식을 선택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계기준에서 보수성이 입증된 

관련 공식 또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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