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4호(통권 107호) 2010년 8월 325

반강  합부 배치에 따른 비가새 5층 철골골조구조물의

비탄성 정 해석

Pushover Analysis of an Unbraced 5-Story Steel Framed Structure 

for Arrangement of Semi-Rigid Connection

강 석 1)      ‧      김 신 애2)

                                Kang, Suk Bong         Kim, Sin Ae

요       약：본 연구에서는 반강  합부 배치에 따른 구조물 거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KBC2005 건축구조설계기 으로 비가새 5층 철골

구조물을 설계하여 모든 합부를 완  강 합부과 반강  합부로 이상화한 경우 그리고 반강  합부를 수직배치  수평배치한 경우에 하

여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철골 보  기둥의 모멘트-곡률 계는 화이버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 으며 반강  합부의 모멘트-회 각 

계는 3-매개변수 워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KBC2005 등가정 횡하 을 받는 2차원 구조물에 한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지

붕충변 , 면 단력, 합부 요구연성도, 소성힌지 발생순서 그리고 과강도계수, 연성계수, 반응수정계수와 같은 설계계수 등을 확인하 다. 

반강  합부를 부분 으로 사용하면 모든 합부에 반강  합부를 사용한 골조 보다 큰 강도  강성도를 확보 할 수 있었고 모든 합부에 

강  합부를 사용한 골조 보다 큰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강도계수는 기 과 비슷하 지만 반응수정계수는 기  보다 훨씬 큰 값을 

보 다. TSD 합부는 제 구조물에서 경제성과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In this study, an unbraced five-story steel-framed structure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KBC2005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structural behavior for the arrangement of semi-rigid connections. A pushover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s was performed, wherein all the connections were idealized as fully rigid and semi-rigid. Additionally, 

horizontal and vertical arrangements of the semi-rigid connection were adopted for the models. A fiber model was utilized for 

the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of the steel beam and the column, and a three-parameter power model was adopted for 

the moment-rotation angle of the semi-rigid connection. The top displacement, base-shear force, required ductility for the 

connection, sequence of the plastic hinge, and design factors such as the overstrength factor, ductility factor, and response 

modification coefficient were investigated using the pushover analysis of a 2D structure subjected to the equivalent static 

lateral force of KBC2005. The partial arrangement of the semi-rigid connection was found to have secured higher strength 

and lateral stiffness than that of the A-Semi frame, and greater ductility than the A-Rigid frame. The TSD connection was 

found suitable for use for economy and safety in the samp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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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semi-rigid connection, arrangement, pushover, steel frame, unbraced, story-drift, demanded ductility,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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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골구조물은 건축물의 질 향상, 시공상의 장 , 인력감소

에 따른 공사비 감 등 많은 이 이 있고 강재는 강도와 인

성이 우수하여 건물이나 교량 등의 건설에서 가장 요한 구

조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재료의 우수성에 비해 강 합부

의 경우 취약하다는 것이 19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확인되

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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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  합부의 경우 구조물의 연성거동을 유도하고 구조

부재의 강도  강성을 효율 으로 이용하며 비탄성 거동에 

따른 에 지 흡수 능력이 뛰어나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 

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반강  합부의 연구는 합부 거동 

그 자체에 한 내용이 다수이며 반강  합부를 고려한 

실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 특성을 악한 연구는 제한 인   

상황이다.  

철골구조물에서 강 합부와 반강  합부를 혼용하면 반강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

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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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부만 사용한 구조물 보다 일정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가의 용 이 필요한 강 합부 개수를 일 수 

있어 경제  시공을 기 할 수 있다. 반강  합부를 부분

으로 사용한 골조에 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Chen 등, 1995) 연구는 8층 규모의 철골모멘트골조에 

해 4가지 반강  합부 배치에 한 구조물의 거동을 살펴

보았으며, 국내(신 수 등, 2001)에서는 단벽이 포함된 고

층구조물에 한 반강  합부 사용 치를 효율 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 다. 선행연구 모두 풍하 을 횡력으

로 활용하 으며, 반강  합부의 치에 따라 횡변 를 

심으로 결과를 확인하 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경우 반강  

합부, 보  기둥의 강성도를 탄성범 로 제한하 으며 국

외연구는 반강  합부만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 다.

이러한 이유로 반강  합부를 가진 실제 철골구조물을 부

재  합부의 비선형을 고려하여 비탄성 정 해석인 푸쉬

오버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물 거동을 악하고 반강  합

부 치에 따른 구조물의 강도  강성과 층간변  등의 변

화를 찰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 인 치를 

찾고자 한다.

                                     

2. 연구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반강  합부의 배치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을 악하기 하여 KBC2005에 따라 5층 사무소 용도 철

골모멘트골조를 구조설계 하 다. 제 구조물에 하여 모든 

합부를 강 합부로 이상화하고 반강  합부로 용한 골

조와 반강  합부를 부분 으로 수직, 수평방향으로 용한 

골조에 해 비탄성 정 해석인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합한 합부와 

부재의 비선형해석모델과 이력거동 해석모델을 산정하고, 자

체 개발된 비탄성 정   동  구조해석 로그램(강석     

등, 2007)을 활용하 다.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강성  강도, 과강

도계수, 연성계수, 반응수정계수 등의 지진력 항시스템에 

한 설계계수를 확인하 다. 면 단력, 층간변 , 합부 요

구연성도 등을 비교하여 각 패턴 별로 유리한 거동을 보이는 

구조물을 확인하고, 모든 합부가 강 합부인 구조물

(A-Rigid)과 모든 합부가 반강  합부인 구조물

(A-Semi)과 비교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악하 다. 푸쉬오

버 구조해석 과정에 용한 횡하 은 KBC2005 등가정 해

석법의 횡하 을 사용하 다. 강체 다이어 램 거동을 고려하

기 하여 그림 1의 구조평면도에서 X방향 모든 열을 연결한 

골조에 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철골보와 기둥 단면에 

한 비선형 모멘트-회 각 계는 화이버 모델을 이용하

고, 부재의 강성도는 유연도 선형분포모델을 이용하여 구하

다.(강석  등, 2000) 반강  합부의 비선형 모멘트-회

각 계는 3-매개변수 워모델(Richard, 1961)을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그림 1. 제건물 (5층) 구조평면도

3. 구조 설계

3.1 구조물 설계

그림 1은 본 연구를 하여 국내기 ( 한건축학회, 2005)

을 참고하여 설계된 비가새 철골모멘트골조의 구조평면도이

다. 사무실 용도의 5층 규모에 3경간으로 구조물에 한 개

요는 표1에 나타내었으며, 골조는 칭이다. 고정하 과 

재하 은 표2와 같이 각각 5.0kN/m
2
, 2.5kN/m

2
을 용하

다. 층고는 1층에서 4.5m이고, 나머지 층에서는 3.8m로 

계획하 다. X, Y방향 모두 지진하 에 의해 횡력이 결정되

었으며, 부재 단면설계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단면정보는 X1

열과 X9열이 같고, X3열, X5열과 X7열이 같다.

표 1. 제건물개요

설계기
KBC 2005 건축구조설계기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  

건 물 

개 요

층 수 지상 5층 (19.7m)

층 고 1층(4.5m), 기 층(3.8m)

용 도 사무실

구 조 철골조

재 료 

강 도

콘크리트 : Fck = 21MPa

철    근 : Fy = 400MPa

철    골 : 보(SS400), Fy = 235MPa

           기둥(SM490), Fy = 32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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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계하

력하
 고정하  5.0kN/m

2 

 재하  2.5kN/m
2 

풍하
 설계 기본풍속 35m/sec 

 노풍도 B,  요도계수 1.0  

지진하
 지진지역1(지역계수 0.11) 

 지반종류 Sc, 모멘트 항골조(R=6)

표 3. 단면 자료

기둥 보

1-3C1

1-3C2

1-3C3

4-5C1

4-5C2

4-5C3

H-428⨉407⨉20/35

H-400⨉400⨉13/21

H-394⨉398⨉11/18

H-414⨉405⨉18/28

H-390⨉300⨉10/16

H-390⨉300⨉10/16

G1

G2

G3

G4

G5

1-2G6

3-5G6

H-500⨉200⨉10/16

H-596⨉199⨉10/15

H-582⨉300⨉12/17

H-596⨉199⨉10/15

H-596⨉199⨉10/15

H-582⨉300⨉12/17

H-612⨉202⨉13/23

3.2 반강  합부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합부는 미국 강구조 회(그림 2)에서 

반강  골조의 합부로 규정하고 있는 그림 3의 양면 웨  

앵 을 가진 상, 하 랜지 앵  합부(이하 TSD)를 선택

하 다. 

그림 2. AISC에 의한 합부 분류  TSD 합부 거동

   (a) 측면                       (b) 정면

 그림 3.  양면 웨  앵   상, 하 랜지 앵  합부 (TSD)

반강  합부는 W. F. Chen의 Practical Analysis for  

Semi-Rigid Frame Design(2000)을 참고하여 설계하

다. 합부는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상세설계를 실시한 후 사

용성 검토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 하 다. 반강  합부 설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반강  합부 설계결과 (USCS 단 )

X1열(X9열) X3열(X5, X7열)

Top & Seat L6×4×3/4×8 L6×4×3/4×8

웨 2-L4×3×1/2×3/8×17 1/2 2-L4×3×1/2×1/2×23 1/2

볼트
A36 3/4''D Bolt of

 A325-N6 row

A36 3/4''D Bolt of

 A325-N8 row
 

4. 해석 모델

4.1 구조해석 모델

푸쉬오버 구조해석 과정에서 강체 다이어 램 효과를 고려

하기 하여 그림 4과 같이 X방향의 골조 X1~X9열을 

Rigid-Link로 연결시킨 연결골조를 이용하 다.

      X1            X3           X5            X7            X9

그림 4. 연결 골조

4.2 반강  합부 배치 

반강  합부 배치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악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강 합부 골조와 반강  합부 골조를 기본

으로 하고 수직배치(이후, V-패턴)와 수평배치(이후, H-패

턴)를 구조물에 용하 다. 구조물의 내,외부 강성에 하여 

반강  합부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그림 6와 같

이 V-패턴으로 배치하 으며, H-패턴(그림 7)은 구조물의 

상층, 층, 하층부에 반강  합부를 설치함에 따라 미치는 

향을 확인 하 다. 같은 패턴 내에서 반강  합부 개수는 

동일하게 맞추었다.

(a) A-Rigid         (b) A-Semi

그림 5. 반강  합부 배치 (기본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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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5-01           (b)V5-02           (c)V5-03

그림 6. 반강  합부 배치 (수직배치)

(a) H5-01           (b)H5-02           (c)H5-03

그림 7. 반강  합부 배치 (수평배치)

골조 명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 하 다.

                    V  5 - 0 1

                    ① ②   ③

① : V=수직배치, H=수평배치, A=All

② : 건물 층수

③ : 반강  합부 배치에 따른 골조 번호

4.3 반강  합부 

반강  합부의 모멘트-회 각 계는 3-매개변수 워모

델(Richard, 1975)의 식(1)을 사용하 고, 모멘트-회 각 

계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반강  합부 계식의 매

개변수와 TSD 합부 소성회 각 0.03라디안은 W. F 

Chen 등(1986)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 







                                     (1)

여기서,  

          

         

그림 8. 반강  합부 포락곡선 (TSD 합부)

표 5와 같이 반강  합부의 극한강도(Mu)와 기강성

(Rki), 형상매개변수(n)를 가지고 합부의 모멘트-회 각 

계식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강  합부인 

TSD 합부의 매개변수 값은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상, 하 

앵  두께, 웨  앵  두께, 볼트 크기와 강도, 볼트 개수, 

보 부재 춤의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 다. 반강  합부의 

소성회 능력은 TSD 합부 실험결과에 따라 회 각 0.03

라디안으로 정하 다.

표 5. 반강  합부 매개변수

골조
극한강도

(kN‧m)

기강성

(kN‧m/rad)
형상매개변수

X1열 532.6 6.22×105 0.83

X3열 725 8.52×105 0.83

4.4 철골 보  철골 기둥

철골 보  기둥 단면의 모멘트-곡률 계는 화이버 모델을 

이용하여 구하 다. 화이버 모델을 이용한 해석 시 부재의 변

형경화율은 탄성계수의 3%로 고려하 으나 삼선형 모델에서

는 고려하지 않았다. 기둥은 콤팩트 단면을 사용하여 국부좌

굴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축력 향은 3개 층씩 분류하여 평

균값을 고려하 다. 그림 9는 보, 기둥의 모멘트-곡률 계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9. 보, 기둥 모멘트-곡률 계

4.5 삼선형 해석모델

비선형 거동을 비선형으로 고려하는 경우 오버슈  문제가 

발생하며 기하비선형 고려 시 반복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림 10의 삼선형 해석모델(강석  등, 2000; 이경석, 2005)

을 이용하여 부재  반강  합부의 포락곡선을 단순화 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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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경간(m) 높이(m) 기본주기(sec)

A-Rigid

9
1층 - 4.5

기 층 - 3.8

1.5292

A-Semi 1.6465

V5-01 1.5726

V5-02 1.5710

V5-03 1.5547

H5-01 1.6074

H5-02 1.5952

H5-03 1.5419

그림 10. 삼선형 해석모델

5. 비탄성 정 해석(푸쉬오버 구조해석)

5.1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탄성 정   동

 구조해석 로그램(강석  등, 2007)을 이용하여 반강  

합부 배치에 따라 설정된 총 8개의 해석 모델에 하여 비

탄성 정 해석인 푸쉬오버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력하 이 구조물에 작용된 상태에서 횡하 을 재하하여 

FEMA 273에서 제시하고 있는 붕괴방지 성능수 의 층간변

 5%(철골모멘트골조)까지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횡하

은 KBC2005 등가정 해석법(강석  등, 2010)에 따라 재

하 하 으며 력하 은 FEMA 273을 참고하여 고정하  

100%, 재하  25%를 고려하 다. 

표 6. 구조물 기본주기

2차원 골조의 기본주기는 MIDAS Gen을 이용하여 산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모든 합부를 반강

 합부로 용한 A-Semi 골조가 A-Rigid 골조 보다 

7%정도 주기가 길었다. 반강  합부를 부분 으로 배치한 

6개 골조의 주기는 A-Rigid 골조 보다는 길고 A-Semi 골

조의 주기 보다는 짧았다. V-패턴에서 각 골조들의 기본주기 

차이가 1.3% 정도이므로, V-패턴은 구조물의 주기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H-패턴의 경우 반강  합부를 상층부

에 설치할수록 기본주기가 어들었다.

 

5.2 면 단력 

그림 11에 각 골조에서 발생한 최상층변 비와 면 단력

비를 나타내었다. 체 으로 A-Semi 골조가 가장 은 

면 단력을 나타내어 횡력 항능력이 가장 었지만 합부 

최 변형이 소성회 능력 보다 고 층간변  5%에서 지붕

층 횡변 가 다른 골조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 연성도가 크게

평가되었다. 

V-패턴 골조들은 A-Rigid 골조와 거의 비슷한 수 의 

면 단력을 나타내어 횡력에 한 항능력이 우수하여 구조

물 강도에 미치는 향이 었다. H-패턴 골조들은 A-Rigid 

골조 보다 작고 A-Semi 골조 보다 큰 횡력 항능력을 나타

  

   

(a) 수직배치 (V-패턴)

(a) 수평배치 (H-패턴)

그림 11. 횡력-횡변  계

(V: 면 단력, W:골조유효 량, δ:지붕층변 , H:건물높이)

내었다. 반강  합부를 하부 층에 설치한 것 보다 상부 층

에 설치하면 횡력 항능력이 증가하 다. H5-03 골조는 

A-Rigid 골조의 98.4%에 해당하는 면 단력이 발생하여 

H-패턴 골조  횡력 항능력이 가장 우수하 으며, 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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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변  5%까지 합부가 소성회 능력 범  내에서 거동하

면서 횡변 가 발생하여 연성능력도 좋게 평가되었다. 

그림 11의 (a), (b)는 A-Semi 골조의 최 면 단력에 

한 각 골조의 최 면 단력 비를 나타낸 그래 이다. V-

패턴과 H-패턴의 모든 골조들은 A-Semi 골조에 비교하여 

높은 횡력 항능력을 가지고 있다.

(a) 수직배치 (V-패턴)

(b) 수평배치 (H-패턴)

그림 12. 반강  합부 골조 비 최 면 단력비

V-패턴 골조와 A-Rigid 골조의 최 면 단력 오차가 

0.1~0.5%로 높은 횡력 항능력을 보여주어 V-패턴은 구조

물 강성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5-01, H5-02, H5-03 골조들은 A-Rigid 골조 보다 각 

각 6.2%, 4.4%, 1.6% 작은 최 면 단력이 발생하 으

며, 반강  합부 설치 구간이 상부 층으로 갈수록 큰 최

면 단력이 발생하 다. 그림 12(b)와 같이 H5-01 골조

는 최 층간변 가 발생하는 층에 반강  합부를 설치하여 

횡력 항능력이 감소하 다.

5.3  층간변

그림 13에는 최 층간변  5%일 때 각 골조의 층간변 를 

나타내었다. 최 층간변 는 모든 골조의 1층에서 발생하

다. 상부 층으로 갈수록 층간변 가 감소하 으며, A-Semi 

골조 보다 A-Rigid 골조의 층간변 가 다. V-패턴의 모든 

골조에는 A-Rigid 골조와 유사한 층간변 가 나타난다. 

H5-01 골조는 A-Rigid 골조, H5-03 골조는 A-Semi 골조

와 유사한 층간변 를 나타내었고 H5-02 골조는 A-Rigid골

조 보다 크고 A-Semi 골조 보다 작은 층간변 가 발생하

다. 하부 층에 반강  합부가 설치된 H5-01 골조에서는 

다른 골조들에 비교하여 은 층간변 가 발생하 다.

(a) 수직분포(V-패턴) (b) 수평분포(H-패턴)

그림 13. 층간변

5.4  반강  합부 요구연성도

TSD 합부의 소성회 능력은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0.03

라디안으로 설정하 고 그림 14과 같이 모든 골조에서 발생

한 합부의 최 회 각은 0.03라디안 보다 어서 구조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었다. A-Semi 골조와 V-패

턴 골조에서 반강  합부 최 변형은 최 층간변 가 발생

하는 곳에서 발생하 으며, H5-01 골조는 1층, H5-02 골

조는 2층, H5-03 골조는 4층에서 발생하 다. 

그림 14. 반강  합부 최 변형

표 7에 각 골조에서 발생한 합부의 최 회 변형각과 식 

(2)를 활용하여 합부 요구연성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항복회

각(θy)은 삼선형 단순해석모델에서 제1변환  휨모멘트에 

해당하는 비선형 거동의 회 각으로 가정하 으며 모두 0.0033

rad으로 동일하다.

 


                                         (2)

반강  합부의 요구연성도는 V5-02 골조에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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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X3                   X5

 

(a) A-Rigid 

(b) A-Semi

(c) V5-01

(d) V5-02

(e) V5-03

(f) H5-01

(g) H5-02

(h) H5-03

그림 15. 소성힌지 발생 순서

( 합부 : ◯, 보, 기둥 : □ )

H5-03 골조 요구연성도가 가장 었다. V5-02과 H5-02 

골조가 가장 큰 합부 요구연성도를 필요로 하 다.

표 7. 반강  합부 요구연성도

구조물 θmax(rad) θy(rad) μ

A-Semi 0.0249

0.0033

7.55

V5-01 0.0282 8.55

V5-02 0.0287 8.70

V5-03 0.0212 6.42

H5-01 0.0246 7.45

H5-02 0.0254 7.70

H5-03 0.0157 4.76

5.5  소성힌지 발생 순서

합부, 보  기둥의 소성힌지는 제2변환 의 휨모멘트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제2변환  휨모멘트는 

합부 경우 극한강도의 약 90%, 보와 기둥 경우 극한강도로 

설정하 다. 골조의 소성힌지 발생 순서를 그림 15에 나타내

어 구조물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동특성을 살펴 보았다. 

제 구조물의 연결골조는 칭이므로 X1, X3, X5열만 표

시하 다.

소성힌지는 하부에서 상부로 발생되었으며 보의 소성힌지가 

합부 소성힌지 보다 먼  발생하 고 1~3층까지 보와 

합부의 소성힌지가 발생한 후 4층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모든 골조의 모든 1층 기둥 하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으나 그 이 에 부분의 합부와 보에 소성힌지가 먼  발

생하 다. A-Rigid 골조와 A-Semi 골조는 X3→X5→X1열

의 순으로 내부골조에서 소성힌지가 먼  발생한 후 외부골

조로 진행되는 반면 반강  합부의 V-패턴과 H-패턴 골조

는 X3→X1→X5열의 순으로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그림 16. 소성힌지 발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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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는 보와 합부 체에 한 소성힌지 발생 비율을

나타낸 그래 로 Y축은 소성힌지개수/(보 개수 ×2)를 의미

한다. ■는 보의 소성힌지 발생 비율을 나타내며, □는 합

부의 소성힌지 발생 비율, 선으로 표시된 막 그래 는 보

와 합부 소성힌지 개수를 합친 것에 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성힌지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구조물은 A-Semi 

골조이고, 가장 낮은 구조물은 A-Rigid 골조이다. 각 구조물

의 보 부재 소성힌지 발생 비율은 골조의 최 면 단력에 

비례한다.

5.6  지진력 항시스템 설계계수

반강  합부의 V-패턴과 H-패턴 골조들에 한 푸쉬오

버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각 골조의 과강도계수, 연성계수, 

반  응수정계수 등의 설계계수를 산정하 다.(그림 17)

그림 17. 반응수정계수(R), 과강도계수(Ω)와 연성계수(Rd)

과강도계수(식(2))는 종국횡력(완 항복강도)을 설계

면 단력으로 나 어 산정하 고, 연성계수는 식(3a)와 같이 

구하나, 구조물의 주기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항복변 (Δ

Y)와 한계변 (ΔMAX:층간변  5%일 때)를 이용(식(3b))

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반응수정계수(Uang, 1997)는 

과강도계수와 연성계수의 곱으로 구하 다. 




                                     (2)

 


                                   (3a)

 


                                       (3b)

표 8는 각 골조들의 푸쉬오버 구조해석 결과로 지진력 항

시스템에 한 설계계수를 산정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제구조물은 모멘트- 항 골조 시스템  철골모멘트골

조로 반응수정계수는 ‘6’, 과강도계수는 ‘3’으로 설계 되었

다. 모든 골조의 과강도계수는 3.16(오차률 5%)으로 설계 

시 사용한 값과 유사하 다. 반응수정계수는 설계수 의 약 

1.95배인 11.7로 평가 되었다. 이 결과는 반응수정계수가 

과강도계수와 연성계수의 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골조의 

연성도가 충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Semi 골조와 

H5-03 골조는 최 층 횡변 가 다른 골조들에 비해 크기 때

문에 A-Rigid 골조와 비교하 을 때 연성도가 각각 12.4%, 

17.8% 크게 평가 되었다. 반응수정계수를 비교해 보면, V-

패턴은 11.6, H-패턴은 11.8로 패턴에 따른 구조물 연성능

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H5-01 골조를 제외한 모든 골조는 

A-Rigid 골조 보다 큰 반응수정계수를 나타내었다. H5-03 

골조의 경우 최 면 단력이 A-Rigid 골조와 유사하고 

A-Semi 골조 보다 약 1.17배 높은 연성능력을 보 다. 

표 8. 지진력 항시스템에 한 설계계수

구조물 (V/W)D (V/W)Y Ωo Rd R

A-Rigid

0.059

0.190 3.22 3.38 10.9

A-Semi 0.172 2.91 3.86 11.2

V5-01 0.190 3.23 3.57 11.5

V5-02 0.191 3.24 3.46 11.2

V5-03 0.190 3.21 3.75 12.1

H5-01 0.178 3.02 3.52 10.6

H5-02 0.182 3.08 3.82 11.8

H5-03 0.187 3.17 4.11 13.0

6. 결 론

TSD 합부를 V-패턴과 H-패턴으로 비가새 5층 철골모멘

트골조에 배치하고 KBC2005 등가정  횡하 을 용하여 

비탄성 정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물에 부분 으로 반강  합부를 사용하면A-Semi 

골조 보다 큰 강도  강성도를 확보할 수 있고, 

A-Rigid 골조 보다 높은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V-패턴 골조들은 횡력 항능력이 A-Rigid 골조와 비

슷하고 H-패턴 골조에서는 반강  합부가 상부에 배

치 될수록 횡력 항능력이 커진다.

(3) V-패턴 골조와 A-Rigid 골조는 유사한 층간변 를 보

이고 H-패턴 골조에는 A-Rigid 골조 보다 크고 

A-Semi 골조 보다 은 층간변 가 발생하 다.

(4) FEMA 273 구조물 붕괴방지 성능수 인 층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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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한 비탄성 정 구조해석 결과 TSD 합부에는 

소성회 능력인 0.03라디안 보다 은 회 변형이 발

생하여 괴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5) 평균 으로 V-패턴 골조는 A-Semi 골조 보다 크고 

H-패턴 골조는 A-Semi 골조 보다 은 합부 연성

도가 요구된다.

(6) 과강도계수는 평균 3.16으로 KBC2005의 3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반응수정계수는 10~13으로 KBC 

2005의 6과 차이가 크다. 

(7) 면 단력, 층간변 , 합부 요구연성도  반응수정

계수를 한 가장 바람직한 반강  합부 배치는 수직

으로 앙부에 배치하는 것이다.

(8) 구조물의 비탄성 동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시간이력 

구조해석의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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