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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물에 요구되는 성능수 에 해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는 행의 설계법에 한 안으로 성능 심설계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능 심설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한 연구가 진행 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성능설계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반 인 련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한편 지진동에 의한 수평력 작용시 건물의 기둥,특히 하층부의 외주는

단휨과 함께 도모멘트에 의한 변동축력을 받게 된다.이러한 변동축력은 부재의 국부좌굴시 열화역 이후의 종국거동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동축력을 받는 기둥부재 실험을 실시하여 변동축력으로 인한 국부좌굴 시 부재의 종국거동 등의

구조성능에 하여 분석하 다. 한 이를 바탕으로 강구조 건축물의 성능 심설계에 한 성능한계를 층간변 각의 형태로 제안한 국내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ABSTRACT： Theperformance-baseddesignishighlightedasanalternativeforthecurrentdesignmethod,whichcannot

definitelyspecifytheperformancelevelthatabuildingrequires.Researchonitisalreadyinprogress,however,in

developedcountriesliketheUnitedStatesandJapan,toestablishthebasisforaperformance-baseddesign.Manystudies

onsuchdesignarealsobeingconductedinSouthKorea,butSouthKoreastilllagsbehindothercountriesinall-around

technology.Ontheotherhand,thecolumnmembers,especiallythelowerexternalcolumn,areaffectedbythevariationof

theaxialforcebyoverturningthemomentsinthecaseoflateralloadsbyearthquake.Varyingtheaxialforcecanaffect

thetimeoflocalbucklingandtheultimatebehavior.Thus,inthisstudy,thestructuralperformance,suchasthetimeof

localbucklingandtheultimatebehavior,wasanalyzedthroughanexperimentalstudyoncolumnmembersundervarying

axialforce.Thefeasibilityofadomesticstudyproposingaperformancelevelwithastorydriftangleformedabouta

structural-performance-basedsteelstructuredesignwasalsoverified.

핵 심 용 어 :성능 심설계,국부좌굴,변동축력,종국거동,층간변 각,성능한계

KEYWORDS:performancebaseddesign,localbuckling,varyingaxialforce,ultimatebehavior,storydriftangle,performancelevel

                                                                                                                               

1.서 론

재 건축구조설계의 사양설계법(specification based

design),기 설계법(codebaseddesign)에서는 일반 으

로 구조설계자가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기능별 목표성능

에 하여 구조설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않고 설계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설계 상 구조물의 안 성능,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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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구성능 등에 하여 특별한 인식없이 정해진 설계법을

기계 으로 따라가면 요구된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인

식에서 비롯된다.5)따라서 요구성능이 구체 이고 정량 이지

않으며,설계기 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의 성능수 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하여 구체 으로 명

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해 최근 건물별로 요구되는 성능수 에 따라 설계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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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내연구에서 제안한 강구조 건축물의 성능 벨

성능 벨
평가 상별 피해상태

기타소견
건물 체 구조체 비구조부재 부 설비 수용물

벨

1

기능유지

Functional

쾌 성과 거주성,작

업성이 유지되어 평

상시의 생활과 작업

이 가능

손상과 열화 발생하

지 않음.장해 래

하는 처짐은 발생하

지 않음.

손상과 열화가 발생

하지 않는다.
평상시 로 가동된다.완 히 보호된다.

사용자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

무피해.(기능한계)

벨

2

무손상

Undamaged

경미한 손상 발생해

도 기본성능은 유지

되어,평상시의 생활

과 작업이 가능

국소 항복 외에는

손상과 열화 발생하

지 않음.변형은 탄

성범 이며 잔류변형

발생 않음.

작은 균열과 박리 발

생하나 사용성에 큰

지장 없다.경미한손

상은 사용자가 수선

가능.

긴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즉시 재

개할 수 있다.비상

용 설비에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음.

비품류의 이동과 낙

하, 도발생하나,막

한 가치의 손실 생

기지 않음. 험물은

보호됨.

일시 으로 사용자

가 불편을 느끼나,

경제 손실은 거

의 없다.

즉시 사용가.

(녹색 표시)(손상한계)

벨

3

복구가능

Repairable

명백한 손상 찰되

어 건물의 가치 감소

되나,기술 ,경제

으로복구가능하고,재

사용가능.

변형은탄성범 를벗

어나고,항복과 좌굴,

괴가부분 으로발

생함.구조의 잔존내

력 하.

정도 이상의 막

한 손상입으나,부분

교체 포함한 복구

가능.낙하물에 의한

큰 험없음.

많은 설비가 손상 입

거나 기능정지 상태

되나, 검정비 혹은

수리에의해회복된다.

수용물의 상당량이 이

동과 낙하, 도에 의

해 손상입으나,귀

품과 험물은보호됨.

손상발생한상태에

서 건물 사용 가능

단을 해서는

문가의지식필요.

(황색 표시)(복구한계)

벨

4

인명보호

LifeSafe

막 한 손상 입으나,

건물 자립 가능.바

닥과 옥상의 붕괴 발

생 않고 인명 보호

됨.

막 한 손상 입어 항

복,좌굴, 손이 범

하게 발생하나,연

직하 지지능력유지.

막 한 손상 입으나,

치명 인 험 없음.

피난로 장해 발생하

나,구조활동 가능.

비상용 시스템 가동

되나,그 외 많은 설

비는기능 정지됨.

도, 괴발생않음.

상당한물건이막 한

피해 입게 되나, 험

물은보호됨.

출입 지

( 색 표시)

(안 한계)

벨

5

붕괴

Collapse

건물의 일부 혹은

체가 붕괴되고,인명

이 직 험에 노출

된다.

연직하 을 지지하는

능력이 거의 부분

소실된다.

범 한 손,탈락

발생.피난로 장해발

생하여 탈출,구조곤

란.

부분의 설비가 정

지되고,상당량 손

발생함.

상당량의 물건 손

됨. 험물 유출 확

산될 우려 있음.

특수한경우제외하

고사회 으로허용

되지않음.

그림 1.성능설계에 따른 하 변 곡선의 분해 그림 2.수평력 작용에 의한 기둥에 작용하는 변동축력

가 이루어지는 성능기반설계에 한 필요성이 언 되고 있다.

미국의 FEMA,Eurocode,JSCE code는 성능기반설계를

통해 건축물에 한 요구성능을 정의하고 이를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국내에서도 성능설계에 필요한 강구조 건축물의 성능

벨 성능한계의 분류법의 제안에 한 연구(오상훈,2009)

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능설계에 한 인식이 부

족하며 반 인 련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강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성능

벨을 분류하 다.표 1에서와 같이 성능 벨을 외국의 제안

과는 달리 “기능유지”와 “무손상”을 분리하여 제안하 는데 이

는 강구조물은 RC구조 보다 경량화 됨에 따라 강성이 부족

하여 수평변형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처짐과 진동 등이 발

생하기 쉽고,거주성․작업성․쾌 성 등의 일상 기능의 유

지를 별도 성능 벨로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평하 에 한 구조물의 하 -변 계와 성능한계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성능평가 항목의 상은 건물 체의 거

동,구조골조 구조부재로 분류하고 있으며,건물 체의 거

동을 나타내는 층간변 각이 성능평가에 요한 지표가 된다.

국외 국내 연구보고에 따른 각 성능한계에 해당하는 층간

변형각을 표 2에 나타내었다.

건물의 기둥부재는 주로 축력을 받는 부재로 평상시의 기둥

부재는 건물 내에 존재하면서 일정한 축력을 받게 된다.하지

만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진 등과 같은 수평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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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실험계획도

표 2.성능한계 한계 층간변형각

성능 벨 한계성능

층간변형각

미국 일본

국내 연구SEAOC

Vision2000
SAC-FEMA

피재도

정기
일본기술사 회

기능유지 기능한계 - - 1/200 1/150

무손상 손상한계 - - 1/150 1/150 1/120

복구가능 복구한계 1/200 1/100 1/100 1/100 1/75

인명보호 안 한계 1/40 - 1/30 1/75 1/50

붕괴

하 이 작용할 시 압축측의 부가 인 축력증가와 인장에 의

한 축력감소 상이 발생하며 특히 다층골조의 하층부의 외

주부에서는 단휨과 동시에 도 모멘트에 의한 부가 축력

증가․감소 상이 커지게 된다.이러한 변동축력에 의해 앞

에서 언 한 성능 심설계에서의 복구 가능한 벨 혹은

인명을 보호하기 한 벨을 규정하는 내력상승율 최

하 시의 변형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동축력

를 고려한 국외연구로는 일본에서 진행된 변동축력을 고려한

각형강 휨 압축 실험(山田 哲 외,1994)이 있다.하지만

국내의 강구조 기둥부재에는 주로 H형강이 사용되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건물골조에 용되는 보-기둥 합부의 기둥부재

는 축력과 함께 편심모멘트에 의한 휨의 조합력을 받으며 이

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P-M도로 표시할 수 있다.변

동축력을 받는 기둥부재의 거동의 역학 해석은 조합력에

의한 축력과 휨의 상호작용 계의 변화에 향을 미칠 가능

성이 크다.

앞서 언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성능 심설계법에서는사용성한계뿐만아니라손상한계

복구 가능 한계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강부재의 국

부좌굴 발생시 최 내력 도달 과 열화역에서의 거

동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2)지진 시 다층골조의 하층부의 외주부는 단휨과 동시에

도모멘트에의한변동축력이크게된다.

3)지진 등에 의해 축력이 변동하는 경우,강부재의 종국거

동,특히 국부좌굴의 발생시 ,최 내력 이후의 열화역

에서의거동에 향이클것으로 상된다.

4)강구조 부재의 국부좌굴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

나, 부분 일정 축력 하에서 종국거동을 악하는 것이

다.

5)성능설계에서의각한계상태를규명하기 해서는외주부

에 작용하는 변동축력을 고려한 하 -변형 계 곡선을

명확히할필요가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동축력의 향을 받는 H형강 기둥

부재의 구조성능을 실험 방법으로 분석하여 국부좌굴 발생

시 종국거동시의 부재거동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강구조의 성능설계를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실험 가력계획

본 연구에서는 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강구조기둥부재의

하 조건을 표하는 모델로서 그림 5에 도식화한 단순보 모

델을 상정하여 축력의 변동패턴을 변수로 한 H형강 부재의

휨 압축 실험을 계획하 다.

축력의 변동패턴으로는 ① 일정축력,② 재단회 각()과

비례하여 축력을 증가,③ 재단회 각()과 비례하여 축력

을 감소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하 다.축력의 변동패턴을 그

림 4에 모식 으로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실험계획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실험체는 반

력 에 설치되어 가력힌지를 개입시켜 2 의 엑 에이터

에 의해 가력된다.가력힌지에 의해 실험체에 작용하는 외력

과 실험체의 변형상태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실험체에 가

해지는 하 상태는 그림 5의 단순보 모델에 치환될 수 있다.

단,가력힌지의 기하학 형상과 변형에 의해 실험체 A단에

모멘트가 발생하여 양단에 모멘트를 받게 된다.

한 가력힌지에 의한 외력과 단순보 모델에서의 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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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변동축력 패턴

그림 5.단순보 모델

표 3.실험체 일람 가력방법

실험체명 단면 길이
(mm) 변동축력

축력비
(P/Py) 가력방법

가력
방향

기축력

(tf)

목표축력

(tf)

축력비 변화

(P/Py)

1 1-800-C-0.2

H-150×150×7×10 800

일정

0.2

단조가력 X축

13.8 13.8 0.2

2 1-800-I-0.2 증가 6.9 20.7 0.1-0.3

3 1-800-D-0.2 감소 20.7 6.9 0.3-0.1

4 2-1600-C-0.4

H-300×150×6.5×9 1600

일정

0.4

12.4 12.4 0.4

5 2-1600-I-0.4 증가 6.2 18.7 0.2-0.6

6 2-1600-D-0.4 감소 18.7 6.2 0.6-0.2

단력,모멘트는 식(1)~(4)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山田 哲,

1994)

(1)

(2)

(3)

(4)

여기서,

:실험체 휨스팬

:수평 엑 에이터의 지 간거리

:수직 엑 에이터의 지 간거리

 :가력힌지의 수평방향의 지 거리

 :가력힌지의 연직방향의 지 거리

 :수직 엑 에이터의 각도

 :수평 엑 에이터의 각도

 :실험체의 재단(A단)에 있어서의 수평변

 :실험체의 재단(A단)에 있어서의 연직변

 :실험체의 변형각( )

 :가력힌지의 회 각

 :수평 엑 에이터에 의한 외력

 :수직 엑 에이터에 의한 외력

 :실험체의 A단에 작용하는 모멘트

 :실험체의 B단에 작용하는 모멘트

 :단순보 모델에 있어서의 축력

 :단순보 모델에 있어서의 단력

반력 임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두개의 엑 에이터(수직방향 엑 에이터의 하 용량 :1,000

kN,수평방향 엑 에이터의 하 용량 :500kN)를 이용하

여 수직방향의 엑 에이터를 하 제어방식으로 계획 으로

축력을 조정하고,수평방향의 엑 에이터는 변 제어방식으로

실험체 길이를 기 으로 0.15rad/hr의 속력으로 변 를 증

가시켜 실험체의 거동을 분석한다.

실험체는 실험변수인 축력의 변동패턴과 축력비,그리고 실

험체 형상변수인 폭두께비와 세장비에 따라 모두 6개의 실험

체로 분류하 다.각 변수에 따른 실험체일람 실험체별 가

력방법을 표 3에 나타내었다.수직방향 축력은 실험체의 좌

굴하 (Py)에 한 축력비(P/Py)를 설정하여 축력이 일정한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감소하는 경우로 분류하 다. 한 축

력비를 0.2,0.4로 분류하여 축력의 크기에 한 실험부재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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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실험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변형상태

(a)축력의 변동패턴

(b)하 -변형 계

그림 7.하 -변형 계(변동축력비 0.2인 경우)

(a)축력의 변동패턴

(b)하 -변형 계

그림 8.하 -변형 계(변동축력비 0.4인 경우)

3.실험결과 분석

3.1하 -변형 계

실험에서 얻어진 하 -변형 계 곡선을 그림 7,8에 나타

내었다.그림의 하 -변형 곡선상의 ●표는 최 내력지 을

나타낸다.그림 7과 같이 축력변화율이 작을 경우(축력변동

비 0.2)는 약한 지진에 비유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기의

축력의 크기에 따라 부재의 내력의 차이를 보이며,변동축력

의 향은 작다.즉, 기에 작용하는 하 의 크기에

따라 항복내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최 내력에까지 향

을 미친다.그러나 그림 8과 같이 축력변화율이 큰 경우(축

력변동비 0.4)의 경우에는 축력이 일정한 경우에 비해 축력

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 내력 시의 변형량이 작고,내력의

열화가 격히 발생하고 있다. 한 축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는 내력 하 탄성강성을 벗어나는 내력이 감소하고 있으

나,최 내력에 도달한 후에 내력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동축력 패턴에 따른 실험체별 항복내력 항복내력시 변

형량을 비교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C:축력일정,I:변동축

력증가,D:변동축력감소).변동축력비가 큰 경우에서도 기

축력의 향에 의해 항복하 항복변형량에 향을 미치

며 기축력의 크기가 클수록(D>C>I)항복변형량과

항복내력의 크기가 작다. 한 실험체별 최 내력시 변형량

비교와 내력상승율의 비교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최 내

력 도달시의 변형량은 축력일정모델 38.4mm (0.024rad≓

1/40),축력증가모델 30.4mm(0.019rad≓1/50),축력감

소모델 41.6mm (0.026rad≓1/40)로써 축력증가모델의 경

우 일정축력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내력에 도

달하며 층간변 의 경우 축력일정모델의 80%에 머물 다.

한 축력감소모델의 경우 축력일정모델에 비해 조기에 항복

하며(축력일정 항복변 의 75%),최 내력이 감소한다(축력

일정 최 내력의 89%).이에 따라 규모가 큰 지진의 부재의

거동은 변동축력의 향이 클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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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복내력 비교 (b)항복내력시변형량 비교

그림 9.항복내력 항복내력시변형량 비교

(a)최 내력시변형량 비교 (b)내력상승율 비교

그림 10.최 내력시변형량 내력상승율 비교

그림 11.Mb-Ma 계(변동축력비 0.2인 경우)

그림 12.Mb-Ma 계(변동축력비 0.4인 경우)

따라서 지진동의 발생시 성능설계법에 제안된 성능한계에서

안 한계를 고려할 경우는 강진일 경우가 부분이며 기둥에

일정한 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안 한계로

서 층간변형각을 1/40정도로 할 수 있으나,변동축력을 고려

(a)실험후 부재의 변형상태 (b)좌굴 상

그림 13.최 변형시 부재의 거동(2-1600-C-0.4)

그림 14.게이지 치도

그림 15.항복모멘트의 정의(GeneralYieldPointMethod)

할 경우에는 층간변형각을 1/50정도로 엄격하게 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는 기둥의 변형만을 고

려한 것이고, 합부 보의 변형을 고려하면 구조물 체의

층간변형각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구조물 체에서 기둥의

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50% 정도임을 감안하면 강

구조 체의 안 한계로서의 층간변 각은 1/25정도까지도

가능하나,구조물에서 각 층에 발생하는 층간변형각은 동일하

지 않고,과도한 층간변형각이 발생한 경우에는 P-∆효과에

의한 내력 하 등의 우려가 있으며,지진동의 특성이 불확정

성이 매우 크고 재료특성의 편차 안 율 등을 고려하면

강구조물의 안 한계는 기둥만이 변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로 보면 하한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그 값은 약

1/50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한,실험체 A단에 작용하는 모멘트 를,B단에 작용

하는 모멘트 와의 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1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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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600-C-0.4(web) (b)2-1600-C-0.4(flange)

(c)2-1600-I-0.4(web) (d)2-1600-I-0.4(flange)

(e)2-1600-D-0.4(web) (f)2-1600-D-0.4(flange)

그림 16.변형율-변형각 계(변동축력비 0.4인 경우)

12이다.의 값은,최 내력까지는 0에 가깝거나 그다지

크지 않지만,부재의 거동이 열화역 이후로 진행되면서 차

으로 커진다.이는,가력힌지의 회 각()이 커지면서 B

지 단부모멘트가 A지 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최종 으

로는,  가 되는 시 에서, 단내력 가 0이 되며

실험체가 수평력에 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3.2국부좌굴 시 을 고려한 변형율 분석

실험종국상황 기둥부재 단부의 좌굴 상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부분의 실험체에서 기둥 하단부의 주각부 근처

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 고,국부좌굴이 기둥의 항복내력,

최 내력 한계층간변형각의 결정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기둥의 종국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둥부재의 성능한계치는 국부좌굴에 의해 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이러한 국부좌굴에 의한 국부 변형율 증가 등을

살펴보기 해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체의 웨 부

분에 12개, 랜지부분에 9개의 소성게이지를 부착하여 총

21개소에 설치하 다.

그림 14의 게이지 치도에 따른 각 계측지 의 변형율과 부

재변형각의 계를 그림 16의 (a)~(f)에 나타내었다.그래

의수평 선은재료의탄성한계변형율0.2%를표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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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00-C-0.2 (b)1-800-I-0.2

(c)1-800-D-0.2 (d)2-1600-C-0.4

(e)2-1600-I-0.4 (f)2-1600-D-0.4

그림 17.모멘트-변형각 곡선 상에서의 손상한계 분석

표 4.실험체별 항복변 각

실험체명 Ry Rep Ref Reaf Rew Reaw

2-1600-C-0.4 1/93 1/147 1/58 1/52 1/88 1/59

2-1600-I-0.4 1/83 1/97 1/47 1/79 1/56

2-1600-D-0.41/1231/132 1/39 1/97 1/58

1-800-C-0.2 1/72 1/81 1/63 1/37 1/60 1/48

1-800-I-0.2 1/64 1/75 1/50 1/24 1/49 1/41

1-800-D-0.2 1/84 1/98 1/79 1/47 1/60 1/44

Ry

Rep

Ref

Reaf

Rew

Reaw

:GeneralYieldPointMethod에 의한 항복 에서의 변 각

:최 로 비 한도를 벗어나는 지 의 변 각

: 랜지의변형율 최 로탄성한계0.002를벗어나는지 의변 각

: 랜지의변형율 탄성한계를벗어나는지 의변 각의평균

: 랜지의변형율 최 로탄성한계0.002를벗어나는지 의변 각

: 랜지의변형율 탄성한계를벗어나는지 의변 각의평균

탄성상태 항복 에서의 변형율 분포를 알아보기 해,

실험에서 얻어진 모멘트-변형각 곡선상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실험결과에서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항복 에 해서

정의하기 해 항복내력(모멘트)은 그림 15와 같이 General

YieldPointMethod에 의해 구하 다.일반 으로 사용하

고 있는 항복모멘트에서는 국부 으로 변형율이 탄성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항복모멘트에 도달한 후에 하 을 제

거하더라도 잔류변형이 남는 경우가 많아 항복내력을 손상한

계로 설정하는 것은 하지 않다.따라서 강구조 건축물의

기능한계 손상한계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변형율이 탄

성범 를 벗어나는 이 모멘트-변형각 곡선상에서 어느 정

도의 층간변형각에 해당하는 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능한계와 손상한계에서의 한계층간변형각 분석을 해 마

찬가지로 모멘트-변형각 곡선을 이용하 다.항복모멘트 My

는 그림 15에 나타낸 방법으로 구한 값이며,Mep는 최 로

기탄성을 나타내는 직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 이다.

한 Mef는 랜지의 변형율에서 최 로 탄성한계 0.2%를 넘

어서는 지 이며,Meaf는 각 계측지 의 평균값이 탄성범

를 벗어나는 지 이다.마찬가지 방법으로 웨 부분에 하여

Mew와 Meaw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4와 같이 부착된 소성게이지에서 얻어진 변형율을 이

용하여 구한 각 구조특성치를 실험체별 모멘트-변형각 곡선

에 표시하여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의 방법으로 구한 실험

체별 층간변형량의 한계치를 정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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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2-1600-C-0.4)

그림 20.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2-1600-I-0.4)

그림 21.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2-1600-D-0.4)

표 5.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교분석

실험체명 기강성
(N/mm) 항복내력 (ton)

항복내력시 변형각

(rad)
최 내력 (ton)

최 내력시 변형각

(rad)

2-1600-C-0.4
실험 4154 66.6 0.0101 86.3 0.0242

해석 4191 67.5 0.0112 86.0 0.0214

2-1600-I-0.4
실험 4262 72.7 0.0124 84.6 0.0202

해석 4236 73.5 0.0122 89.2 0.0200

2-1600-D-0.4
실험 4132 55.3 0.0088 78.4 0.0273

해석 3850 58.5 0.0095 77.1 0.0231

(a) 체부재 (b)국부좌굴 지

그림 18.최 변형시 응력분포도(2-1600-C-0.4)

표 4에서 실험체별 항복 과 변형율이 최 로 탄성한계를

벗어나는 지 의 변 각를 고려해보았을 때 그 범 는 축력

비 0.4의 경우 1/123~1/79(rad),축력비 0.2의 경우

1/84~1/50(rad)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기둥부재가

구조물 체의 변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구조골조가 최 로 탄성한계를 벗어나는 지 은 약

1/60~1/4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일본

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능한계 1/200(rad),손상한계는

1/150(rad)보다 폭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해석과의 비교

실험결과에 한 검증과 변수로 설정된 변동축력의 향을

알아보기 해 범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NSYS(Rele

ase11.0)를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하 다.강부재의 3차원

모델링에 사용되는 SOLID45요소를 용하여 실물크기로

모델링 하 으며,실제 재료시험을 근거로 한 물성치 데이터

를 소재의 네킹부의 향을 고려한 진응력-로그변형도로 변

환하여 입력하 다.VonMises항복조건을 사용하여 부재의

소성변형까지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을 실시하 다.

한 최 한 실제 실험환경과 유사하게 해석조건을 설정하기

해 기축력을 도입하고 이후 수평변 를 부여하는 과정에

서 MultipleSolveMethod를 사용하 다.실험결과와 해

석결과를 비교하여 하 -변형 계를 그림 19~21에 나타내

었으며,해석을 통한 부재와 단부 좌굴지 의 응력분포를 그

림 18에 나타내었다. 한 주요 구조성능을 비교분석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그림 19~21에 보는 바와 같이 기강성과 최

내력은 실험결과와 양호한 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동축력

에 의한 최 내력 이후의 하 감소율 특성도 유사하게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 해석결과에서는 실제 실험시

발생하는 미소의 슬라이딩 상에 해 이상 으로 배제되었

기 때문에 항복 의 치가 약간 차이가 발생하 다. 한 실

험과 마찬가지로 해석결과에서의 최 내력은 국부좌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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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계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좌굴 이후의

부재거동에 한 불확실성에 의해 종국거동의 내력 하 부분

에서 실험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인 조건으로 실시된 해석결과를 토 로 변동축력의

향에 한 기둥부재의 거동을 살펴보면 기의 축력이 큰 축력

감소 모델의 경우 타조건의 모델에 비해 항복강도와 최 강도

가 낮으며 최 내력시의 변형량이 작다. 기축력이 작은 축력

증가 모델의 경우는 축력일정모델을 기 으로 축력감소모델과

상반된 거동을 보이며 실제 지진동 발생시 발생하는 변동축력

의 크기가 실험과 해석시 고려된 축력변동비에 비해 월등히 크

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변동축력은 최 내력시의 강도와 변형량

뿐만 아니라 골조의 항복 의 변화에도 향을 미치며 건축물

의 사용성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크다고 단된다.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부좌굴을 수반하는 철골기둥부재의 휨압축

실험에 해 변동축력을 변수로 하여 축력의 변동이 국부좌

굴시 ,부재의 열화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한

최 내력지 변형율 분석을 통해 성능설계의 성능한계에

한 국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 자료를 제공하

다.이에 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축력의변동으로인한부재의항복시 최 내력시의

변형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축력의 변동폭이

클수록그정도는확연하게나타났다.따라서지진에의

한수평력작용시안 한계치는변동축력의 향을고려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층간변형각의 값은 1/50정

도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 단한다.

(2) 부분의 실험체에서 부재의 주각부 근처에서 국부좌굴

이 발생하 으며 국부좌굴이 기둥의 한계층간변형각의

결정에크게 향을미침을확인하 다.이에 해실험

체별항복 과변형율이최 로탄성한계를 과하는지

의 변 각을 고려해 보았을때 그 범 는 1/123

~1/50(rad)으로 나타나고 있다.실험이 기둥부재에

국한되었다는것을감안하 을때 체구조골조의최

탄성한계 과지 은 약 1/60~1/40정도로 단하며

이는 일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능한계 1/200(rad),

손상한계는1/150(rad)보다 폭완화할수있음을나

타내고있다.

강구조건축물에 한 성능한계치를 규정하기에는 아직 실험

결과가 많이 부족하며 추가 인 실험 ․해석 연구 기존

강구조 실험에 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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