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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RC 벽식 건물의 지진 취약도 분석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High-Rise RC Box-Type Wal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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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Observations of the damages to high-rise reinforced concrete (RC) wall building structures caused by by recent earthquakes in Chile (Mw 8.8, 

February 2010) and New Zealand (February 2011, ML 6.3) have generally exceeded expectations. Firstly, this study estimated the seismic 

damage levels of 15-story RC box-type wall building structures using the analytical models calibrated by the results of a shaking table test on 

a 1:5 scale 10-story RC box-type wall building model. Then, the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the prototype model was conducted by using the 

SAC/FEMA method and the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 To compensate for the uncertainties and variability of ground motion and its 

impacts on the prototype model, in the SAC/FEMA method, a total of 61 ground motion records were selected from 20 earthquakes, with a 

magnitude ranging from 5.9 to 8.8 and an epicentral distance ranging from 5 to 105km. In the IDA, a total of 11 ground motion records were 

used based on the uniform hazard response spectrum representing a return period of 2,475 years. As a result, the probabilities that the limits 

of the serviceability, damage control, and collapse prevention would be exceeded were as follows: from the SAC/FEMA method: 79%, 0.3%, 

and 0%, respectively; and from the IDA: 57%, 1.7%, and 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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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집합주택(아파트)의 약 

70%가 15층 이상(고층) 철근콘크리트(RC) 내력벽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

다 [1, 2].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허용 층수가 최대 35층까지 상향되고, 15

년 이상 건축물의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층 RC 벽

식 구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경제적 피

해가 NZ $13 billion으로 전체 직간접적 피해액인 NZ $20 billion의 약 

65%임을 감안할 때[3], 주거용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층 RC 벽식 

건물의 내진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진 취약도 분석은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지진의 세기에 따라 구조물 손상 수준을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내진 보수·보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지진 피해 예측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RC 

벽체 요소에 관한 지진 취약도 분석 연구[4-7]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시스

템 수준의 고층 RC 벽식 구조에 대한 지진 취약도 분석 연구는 여전히 부족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에 적합한 취약도 곡선

을 제안하기 위해, 기 수행된 1:5 축소 10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 모델의 지

진모의실험[8] 및 해석 결과[9]를 바탕으로 15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의 

비선형 수치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SAC/FEMA[10]의 취약도 분석 방법

과 증분동적해석법(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11]을 이용하

여 지진 취약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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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seismic load of 15-story prototype building model 

according to KBC 2009 [14]

Parameter Value

Seismic zone factor S = 0.176 for Seoul

Soil type SC

Design spectral accelerations at 0.2s and 1.0s
SDS 

= 0.352 g; and 

SD1 

= 0.191 g

Seismic design category C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 = 4

Displacement amplification factor Cd 

= 4

Importance factor IE 

= 1.2

Fundamental period 

(empirical equation)

Ta,X-dir. = 1.17s; and 

Ta,Y-dir. = 0.787s 

Seismic coefficient

(Cs = SD1/(R/IE×1.5T))

Cs,X-dir. = 0.0326; and 

Cs,Y-dir. = 0.0485

Effective seismic weight, W W = 32,400 kN

Design base shear (V=CsW)
VX-dir. = 1,060kN; and 

VY-dir. = 1,570 kN

Fig. 2.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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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otype building

2. 대상 건물

2.1 대상 건물 설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건물은 아파트 주거 환경 통계[2]에 근거하여 

국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모델을 Fig. 1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한 세대

의 규모가 89 m
2
이고 2세대가 1층을 이루는 15층 판상형의 고층 공동주택

이다. 대부분의 기존 공동주택이  KBC 2005[12] 적용 이전에 건설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 건물은 이전 기준인 AIK2000[13]에 따라 설계되었다. 외

벽과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의 벽체 두께는 180 mm이며, 그 외 내벽의 두께

는 160 mm, 슬래브 두께는 200 mm이다. 건물 기준 층 평면의 총 면적에서 

벽체 단면이 차지하는 비율(Aw/Af)은 X방향 2.67%, Y방향 4.71%이다. 

벽체의 철근은 복배근을 하였으며, 수직 철근비는 0.34%~0.90%이고, 횡 

철근비는 0.29%이다. 대상 건물은 AIK2000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대상 

건물의 지진 하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인 

KBC 2009[14]에 따라 설계 하중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Table 1에 주어져 

있다. 

2.2 1:5 축소 10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 모델의 지진모의실험 및 

해석

이한선 외 5인[8]은  대상 건물(Fig. 1)의 내진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RC 

박스형 벽식 건물 모델의 지진모의실험(Fig. 2)을 수행하였다. 지진모의실

험장치(진동대)의 용량(5 m×5 m, 600 kN)과 모델 철근의 가용성을 고려하

여 층수를 10층으로 낮추고 축소율을 1:5로 결정하였다. 1952년 Taft 지진

파를 조정하여, 우리나라 재현주기 50년 지진부터 재현주기 2400년 지진까

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벽체의 손상은 주로 휨에 의한 균열로 1층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특히 Y방향의 1층 외벽에서 다수의 수평 균열이 관

찰되었다. 슬래브의 균열은 전 층에서 관찰되었으며, 주로 비지지 슬래브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8]. 벽체 및 슬래브의 

파괴 모드를 통해, 벽체에는 휨모멘트뿐만 아니라 멤브레인 거동으로 인한 

인장 및 압축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파괴모

드는  2010년 칠레 지진 이후 고층 RC 벽식 건물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15].

Hwang and Lee[9]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선형 수치 해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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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seismic responses of full-scale and 

1:5-scale 10-story models under MCE in Korea

Fig. 4. Numerical model of 15-story prototype building

Table 2. Definition of limit states (LS) [17]

Level Limit state Description IDR(%)

LS 1 Serviceability

Minor cracking in the primary load 

resisting structural system 

(crack width > 0.2 mm)

0.20

LS 2
Damage 

control

First yielding of longitudinal steel 

reinforcement; or 

presence of first plastic hinge

0.58

LS 3
Collapse 

prevention

Ultimate capacity of main 

load-resisting structural system; or 

point of decreasing capacity in overall 

load-deformation response

1.5

LS1: 

0.2%

LS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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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Quantitative definitions for limit states 1, 2, and 3 

인 PERFORM-3D[16]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비선형 수치해석모델

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내부 힘의 분포 및 

변형을 관찰하고 주요 거동 특성(기초 들뜸 현상, 슬래브의 횡저항성, 멤브

레인 거동 등)이 내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 및 해석의 구

체적인 내용은 관련 논문[8-9]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수치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Hwang and Lee[9]의 1:5 축소 10층 모델의 비선형 수치 

모델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15층 대상 건물의 수치 모델을 수립하였다. 

먼저 실물 크기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1:5 축소 10층 모델과 실물 

크기 10층 모델의 비선형 동적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전체 거동 및 국부 

거동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예로 Fig. 3에 우리나라 최대지

진 시 밑면전단력-지붕층변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두 모델이 서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10층 모델과 15층 모델의 설계 

철근비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검증된 10층 실물 크기 모델을 

15층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Fig. 4). 기초는 고정으로 가정하였으며, 

중력하중은 고정하중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시간 이력 해석 이전에는 항상 

중력 하중을 먼저 가하여 중력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한계 상태 정의

지진 취약도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 건물의 한계 상태를 정의해야 한다. Ji 

and Elnashai[17]는 고층 RC 건물의 지진 취약도 분석을 위해, 먼저 한계

상태를 세 개(LS1~3)로 분류하고 Table 2와 같이 정성적으로 정의하였다.

한계 상태의 정의에 맞는 정량적인 값을 도출하기 위해 54층 이중 골조 건

물의 푸시오버해석(pushover anlaysis)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LS1~3

에 해당하는 층간 변위율(interstory drift ratio, IDR)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 건물의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여, Table 2의 한계

상태 정의에 맞게 층간변위율을 산정하였다. LS1은 주요 횡하중 구조 시스

템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Ji and Elnashai[17]는 이 때 

미세 균열의 폭이 0.2 mm 이상이라고 정의하였다. 해석 결과에서는 균열 

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푸시오버해석 결과 초기 강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0권 3호 (통권 제109호) | May 2016

158

5

6

7

8

9

0

50

100

150

0

0.5

1

1.5

MagnitudeDistance (km)

P
G

A
 (

g
)

Fig. 6. PGA, Distance, and Magnitude of selected ground motions 

for SAC/FEMA method

시점을 LS1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때 최대 층간 변위율은 0.2%이었

다.(Fig. 5(a)) 본 대상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된 3:5 축

소 2층 부분 구조 정적 실험[18]에서도 벽체에 휨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을 때 횡변위율은 0.25%으로, 본 해석 결과의 층간 변위율과 유사하였다. 

LS2는 길이 방향 철근의 첫 항복 또는 소성힌지의 첫 발생을 의미한다. 

기 수행된 대상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 연구[9]를 통해 1층의 W2(Fig. 

1(a))에서 축(인장) 방향으로 항복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1층 W2의 인장 변형률과 각 층의 층간 변위율을 Fig. 5(b)

와 같이 비교하였다. 푸시오버 해석 결과, 인장 변형률이 철근 항복 변형률

인 0.002 m/m에 도달하였을 때, 최대 층간 변위율은 0.58%로 나타났으며, 

이를 LS2 한계 상태의 정량 값으로 정의하였다.

LS3은 성능 곡선(capacity curve)의 최댓값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강

도 감소가 발생할 때로 정의하였다. 본 대상 구조물의 성능 곡선의 최대 강

도는 0.15W로, 이에 상응하는 최대 층간 변위율은 1.8%로 7층에서 발생하

였다. 반면 앞서 언급한 부분구조 정적 실험[18]에서 벽체의 철근 좌굴 현상 

및 콘크리트 박리 현상이 나타나며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횡 변위율은 1.5%

로, 대상 건물의 해석 결과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 모델

이 철근의 좌굴 현상을 모사하지 못함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LS3에 상응하는 층간 변위율을 

1.8%가 아닌 1.5%로 낮추어 적용하였다.

4. 지진 취약도 분석

지진 취약도 해석을 통해 지진동의 세기를 변수로 하여 구조물이 특정 

한계 상태에 도달할 확률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 지

진동의 세기(intensity measure, IM), 구조물의 지진 응답을 대표할 수 있

는 변수(engineering demand parameter, EDP), 구조물의 한계 상태(LS)

의 정의가 필요하다. IM은 일반적으로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또는 특정 주기의 스펙트럼 가속도(Sa) 또는 스펙트럼 

변위(Sd)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물의 고유주기가 1.32초 이므

로, 이에 가까운 1초 주기의 Sa를 IM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

축물에서는 EDP를 최대 층간 변위율(maximum IDR)로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EDP를 IDR의 최댓값으로 정하였다. 구조물의 한계상태는 3

장에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IDR 값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과 대상 건물의 EDP 관계를 정의하고 각각의 한계 상태

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수준을 확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SAC/FEMA[10] 

방법과 증분동적해석법(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을 이용하

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각각 4.1절과 4.2절에 서술하였다.

4.1 SAC/FEMA 방법

SAC/FEMA[10]에서는 철골 건물을 위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험도 분석을 위해서는 재해도 분석 및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도 함수(HD(d), 식 (1))는 재해도 함수(hazard analysis)

와 취약도 함수(fragility analysis)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1)

식 (1)에서 P[D≥d|Sa = xi]는 취약도 함수로, d는 구조물의 한계 상태로 정

의된 특정 변형 또는 변위의 값이고, D는 구조물의 지진 응답 시 요구량을 

의미한다. P[Sa = xi]는 재해도 함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도 분

석만을 수행하였으며, 재해도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SAC/FEMA에서는 취약도 함수를 식(2)와 같이 누적분포함수 형태로 

정의하였다.

≥


  ln  
 

 (2)


 (3)

식 (3)은 IM인 Sa와 EDP인 D의 관계식이며, 회귀 분석을 통해  상수 a, b를 

구할 수 있다. 
 

는 주어진 Sa에 대한 D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편차

이다. 

본 연구에서는 IM과 EDP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 대상 건물의 비선형 시

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진 해석 시 수평방향인 X, Y방향(Fig. 1)을 

동시에 가진 하였으며, 총 61쌍의 기록 지진파를 사용하였다. 이 지진파는 

PEER NGA database와 NEEShub에서 제공하는 20개의 지진에서 선정되

었다. 지반운동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

(Mw=5.9~8.8)와 진앙 거리(R = 5~105 km)를  Fig. 6과 같이 다양하게 선

별하였으며, 61쌍의 기록 지진파를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록 지

진파의 5% 감쇠를 적용한 가속도 및 변위 응답스펙트럼은 Fig. 7에 주어져 

있다.

취약도 해석에 앞서 한계상태 LS2의 정의(길이 방향 철근의 첫 항복)에 

따른 IDR 값을 검증하기 위해,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은 1층 W1

벽체(Fig. 1(a))의 최대 축 변형률을 Fig. 8과 같이 비교하였다. 정적 거동과 

다르게 동적 거동에서는 W1의 경계부분에서 축 변형률이 주로 크게 발생

하여, 3장의 한계상태 정의 시 사용된 W2벽체가 아닌 W1 벽체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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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8에서 인장 변형률은  IDR 값에 따라 결정된 한계 상태(무손상: 흰

색 원, LS1: 회색 원, LS2: 흑색 원, LS3: 적색 원)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

였다. LS2 및 LS3에 해당하는 인장 변형률은 대부분 항복 변형률인 0.002 

m/m과 비슷하거나 크게 나타나, LS2의 정의에 따른 IDR 값은 적절한 것

으로 보였다.

이러한 지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진파의 1초주기 Sa값과 이에 상

응하는 최대 IDR 값을 Fig. 9에 나타냈다. 1초주기 Sa와 IDR의 관계를 회

귀 함수(식 (3))로 표현하였으며, 그 결과 a 값은 1.34, b 값은 0.88이었다. 

Fig. 9의 Sa-IDR데이터 분포의 표준편차(
 

)는 0.14였으나, 데이터 수

가 표준편차를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률론적으로 표

준편차(분산도)가 증가함은 확률론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

지만, 적은 데이터 수로 나온 표준편차를 신뢰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Cornell et al.[19]이 제시한 표준편차 값인 0.3을 사용하였다. 50% 확률로 

LS1, LS2, LS3에 도달하는 1초 주기 Sa의 중앙값(median)은 각각 0.115 

g, 0.34 g, 0.8 g으로, 식 (2)를 이용하여 각 한계상태에 맞는 취약도 곡선을 

Fig. 10과 같이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최대지진(지진구역 1, SB지반)의 1초

주기 스펙트럼 가속도는 0.22 g로, 이때 LS1, LS2, LS3에 도달할 확률은 

각각 97%, 5.1%, 0%로 관찰되었다.

4.2 증분동적해석법(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

IDA는 지진 취약도 분석 방법 중 하나로,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할 때까

지 각 지진파의 세기(IM)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반복적으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지진파의 세기를 조정하기 위해 IDA에 사용되는 모든 

지진파의 스펙트럼을 작성하고 특정 주기의 스펙트럼 가속도(Sa)를 동일한 

값이 되도록 스펙트럼 크기를 비례 조정(scaling)하며, IDA해석 시 Sa값을 

점차 증가시켜 사용한다. IDA 해석 시 사용하는 지진파가 많고 다양할수록 

각 지진동의 세기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EDP)이 증가하여, 취약도 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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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ground motion for IDA method

Earthquake Record site Dist. (km) Mw PGA (g) Sa (T=1s) (g)

1 N. Palm Springs North Palm Springs 10.5 6.1 0.590 0.483

2 Victoria Cerro Prieto 33.7 6.3 0.572 0.365

3 Imperial Valley #6 El Centro Differential Array 27.2 6.5 0.431 0.347

4 Mammonth Convict Creek 1.43 6.1 0.419 0.176

5 Imperial Valley #6 El Centro Array #11 29.4 6.5 0.375 0.234

6 CHI CHI TCU078 17.9 6.3 0.343 0.410

7 Imperial Valley #6 El Centro Array #8 28.1 6.5 0.538 0.355

8 Northridge Santa Monica City Hall 22.5 6.7 0.591 0.334

9 Landers Lucerne 44.0 7.3 0.721 0.338

10 CHI CHI WNT 14.2 7.6 0.747 0.343

11 Loma Prieta Gilroy Array #3 31.4 6.9 0.46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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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D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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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obtained for the period of 1s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진파의 세기를 스케일링하여 사

용하므로 실제 지진파의 특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각 

지진파마다 수십 번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DA에 사용할 지진파를 선정하기 위해, FEMA P58[11]

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지진파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등재해

도 스펙트럼이 필요하여, 우리나라 최대지진에 부합하는 등재해도 스펙트

럼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우리나라 지진 재해도 분석 자

료를 찾기 어려워, 우리나라의 서울지역과 지진학적 환경(판내부 지진)이 

비슷한 미국 중부의 Memphis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해도 분석 자료를 이용

하여, 그 지역의 SB지반에 해당하는 최대지진(2,475년 재현주기)의 등재해

도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기록 지진파의 가속도 스펙트럼은 특정 주기 구

간에서 X방향 및 Y방향 스펙트럼 값의 기하 평균이 기준이 되는 등재해도 

스펙트럼 값과 20%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특정 주기 구간의 

최솟값은 대상 건물의 1차 모드 고유주기의 0.2배로 0.2초(1.32초 × 0.2)를 

사용하였고, 최댓값은 1차 모드와 2차 모드의 산술평균에 2배를 한 값인 2

초((1.32초+0.68초)/2× 2)를 사용하였다. 또한 위의 기준으로 수집된 모든 

지진파의 스펙트럼의 평균과 기준 스펙트럼의 값의 차이는 전 주기에서 2% 

이내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총 11쌍의 기록 지진파를 선정하

였으며, 이는 Table 3에 주어져 있다. Fig. 11은 기준 스펙트럼인 Memphis

지역의 2,475년 재현주기 지진의 등재해도 스펙트럼과 이를 기준으로 수집

된 11쌍의 지진파 스펙트럼 및 그 평균을 보여준다. 11쌍의 지진파는 기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지진의 규모(Mw = 6 ~ 7.6)와 거리

(R = 1.4 ~ 44 km)의 범위가 SAC/FEMA 방식에 비해 넓지 않다.  

선정된 기록 지진파를 주기 1초 Sa가 0.1 g가 되도록 각 지진파의 스펙트

럼 가속도 값을 비례 조정하였으며 (Fig. 12), 이후  주기 1초 Sa 값을 0.1~1 

g에서는 0.1 g씩, 1~2 g에서는  0.2 g 씩 증가시켜서 총 165회의 비선형 시

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IDA 해석 결과, 1초주기 Sa와 이에 상응하는 최대 IDR 값의 관계를 Fig. 

13에 나타내었으며, 한계상태 LS1~3을 표시하였다. “○”표시는 비선형시

간이력 해석이 끝까지 수행된 것을 의미하고, “×”표시는 해석 중간에 수렴

되지 않거나 각 부재의 한계 상태에 도달하여 해석이 중단된 것을 나타내었

다. 1초 주기 Sa가 1.2 g일 때, 대부분 해석 도중에 중단되었다. 

Fig. 13을 이용하여, 각각의 1초주기 Sa에 따른 최대 IDR값이 한계 상태

의 IDR값을 초과할 확률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Fig. 14에 표시하였다. “○”

는 LS1을 초과할 확률, “×”는 LS2를 초과할 확률,  “□”은 LS3을 초과할 확

률을 가리키며, 이에 맞도록 조정한 누적분포함수도 같이 나타내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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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seismic fragility curves obtained from 

SAC/FEMA and IDA methods

Table 4. Probability of exceeding LS1 to 3 under design earthquake

(DE) and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 in 

Korea

Limit

State

DE MCE

SAC/FEMA
IDA

SAC/FEMA
IDA

βD|Sa=0.3 βD|Sa=0.4 βD|Sa=0.3 βD|Sa=0.4

LS 1 79% 72% 57% 97% 92% 87%

LS 2 0.3% 1.9% 1.7% 5.1% 11% 10%

LS 3 0% 0% 0% 0% 0% 0%

14의 지진 취약도 곡선의 중앙값은  LS1에서 0.14 g, LS2에서 0.39 g, LS3

에서 1.4 g였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4, 0.45, 0.5로 나타났다.

4.3 SAC/FEMA 및 IDA 취약도 해석 결과 비교

SAC/FEMA 및 IDA를 이용한 취약도 분석 결과(Fig. 10, Fig. 14)를 

Fig. 15(a)에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설계지진 및 최대지진(지진구역 1, SB

지반)에 해당하는 1초주기 Sa 값은 각각 0.147 g, 0.22 g이며, 이때 구조물의 

한계상태 LS1, LS2, LS3를 초과할 확률은 Table 4에 주어져 있다. LS1을 

초과할 확률은 Sa에 상관없이, SAC/FEMA의 초과 확률이 IDA의 것보다 

더 컸으며, LS2를 초과할 확률은 설계지진 및 최대지진 모두 IDA의 취약도

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LS3을 초과할 확률은 약 1초주기 Sa가 0.5 g보다 작

을 경우 거의 0%에 가까웠다. Fig. 15(a)에서 SAC/FEMA의 취약도 곡선

은 βD|Sa(주어진 Sa에 대한 IDR분포의 표준편차, 식 (2))을 0.3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Cornell et al.[19] 논문에서 표준편차 값으로 0.3보

다 큰 값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표준편차 값을 

0.4로 상향할 경우(Fig. 15(b)), IDA 취약도 결과와 유사해 지며, LS2의 

SAC/FEMA 취약도 곡선은 IDA의 취약도 곡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에 적합한 취약도 곡선을 제안

하기 위해, 기 수행된 1:5 축소 10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 모델의 지진모의

실험[8] 및 해석 결과[9]를 바탕으로 15층 RC 박스형 벽식 건물의 비선형 

수치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SAC/FEMA[10]의 취약도 분석 방법과 증분

동적해석법(Incremental Dynamic Analysis, IDA)[11]을 이용하여 지진 

취약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약도 해석 시 사용되는 한계 상태(LS1, LS2, LS3)에 상응하는 대상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0권 3호 (통권 제109호) | May 2016

162

모델의 응답(최대 층간 변위율)을 구하기 위해,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

였다. 사용한계상태인 LS1은 초기 강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해석 결과 최대 IDR 값은 0.2%였다. 손상제어한계상태

인 LS2는 벽체의 길이 방향 철근이 처음으로 항복하는 상태로, 이때 최

대 IDR 값은 0.52%로 나타났다. 붕괴한계상태인 LS3은 주요 구조 부

재가 극한 상태에 이르렀을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최대 

IDR 값은 1.5%였다. 

2) LS2의 정의에 따른 IDR 값을 검증하기 위해서, SAC/FEMA 취약도 

해석 시 61회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으로 얻어진 벽체의 인장 변형률

을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 LS2와 LS3에 해당하는 벽체의 인장 변형률

이 대부분 항복 변형률과 비슷하거나 크게 나타나, LS2의 정의에 따른 

IDR 값은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3) SAC/FEMA방법에서는 다양한 지진 규모(Mw = 5.9~8.8)와 거리(R = 

5~105km)를 가진 61쌍의 기록 지진파를 선정한 반면, IDA 방법에서

는 등재해도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11쌍의 지진파를 선정하였으며, 

SAC/FEMA에서 사용한 지진파에 비해 지진 규모 (Mw = 6 ~ 7.6) 및 

거리(R = 1.4~44km)가 다양하지 않았다. SAC/FEMA 및 IDA를 이용

한 취약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설계지진 시 사용한계상태인 LS1을 초

과할 확률은 SAC/FEMA(βD|Sa=0.3)의 경우 79%, IDA의 경우 57%로 

22% 차이를 보였으며, 손상제어한계상태인 LS2를 초과할 확률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붕괴한계상태인 LS3를 초과할 확률은 1초주기 Sa

값이 0.5 g 이하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설계지진 시 대상 건물은 손상제어한계상태(LS2)에 도달할 확률이 매

우 낮으며, 거의 탄성으로 거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SAC/FEMA 및 IDA 방법 시 사용한 기록 지진파의 규모와 거리가 달

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방법으로 산정된  LS2의  취약도 곡선은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SAC/FEMA 방법에서 표준편차를 0.3에

서 0.4로 증가시킬 경우, SAC/FEMA 및 IDA의  LS2의 취약도 곡선은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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