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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의 반응수정계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for a 5-Story Reinforced Concrete IMRF  

강석봉1) ･ 임병진2)

Kang, Suk Bong ･ Lim, Byeong Jin

국문 요약 >> 본 논문에서는 푸쉬오버해석을 통해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의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5층 구조물을 

KBC2009에 맞게 구조설계 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의 휨모멘트-곡률 관계는 화이버 모델로 확인하였으며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회전각 

관계는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과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푸쉬오버해석 결과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을 무시하는 경우 구조물의 강도가 과대평가 되었다. 반응수정계수는 내진설계범주 C에 대하여 설계한 

경우 평균 7.78, 내진설계범주 D에 대하여 설계한 경우 평균 3.64로 평가되었다.

주요어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반응수정계수, 푸쉬오버해석, 보-기둥 접합부, 전단거동

ABSTRACT >> In this study,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for a RC IMRF is evaluated via pushover analysis, where 5-story 
structures wer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KBC2009. The bending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for beams and columns was 
identified with a fiber model, and the bending moment-rotation relationship for beam-column joints was calculated using a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and the moment equilibrium relationship for the joint. The results of the pushover analysis 
showed that the strength of the structure was overestimated with negligence of the inelastic shear behavior of the beam-column 
joint, and that the averag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for category C was 7.78 and the factor for category D was 3.64. 

Key words RC IMRF,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Pushover analysis, Beam-column joint, Shear behavior

1. 서 론

최근 일본, 아이티 및 쓰찬성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

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잦은 

지진 발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때 보

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KBC2009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다양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이 추가 

되었으며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에서는 기존의 보통모멘트골조 및 중간모멘트골조에 

특수모멘트골조가 추가되었다.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물의 비탄성 구조해석의 경우 일

반적으로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변형을 무시하고 보, 기둥 

부재 등의 휨 거동만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물이 지진하중을 받으면 보-기둥 접

합부는 전단변형이 발생하며 파괴될 경우 구조물 붕괴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변형 및 파괴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비탄성 구조해석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KBC2009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

설계범주 D 구조물에 대한 적용이 제한되어 실무에서는 시

스템 제한과 높이 제한이 없는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

조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BC2000에서는 

내진설계범주 D의 구조물에 중간모멘트골조 적용을 제한하

고 있어 KBC2009 내진설계범주 D의 철근콘크리트 중간모

멘트골조 내진성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범주 C 및 D에 대한 철근콘크리

트 중간모멘트골조를 KBC2009에 맞게 설계하고 비탄성 

정적해석인 푸쉬오버해석을 실시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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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면 자료 (내진설계범주 C)

부재 층수 단면(mm) 주철근 스트럽&횡철근

보

(단부) 1-5

G1

400×600

상부 8-D19

D10@100

하부 3-D19

G2
상부 5-D19

하부 3-D19

G3

300×600

상부 6-D19

하부 3-D19

G4
상부 4-D19

하부 3-D19

기둥 1-5

C1

500×500 8-D22 D10@150
(단부)

C2

C2A

C3

<표 2> 단면 자료 (내진설계범주 D)

부재 층수 단면(mm) 주철근 스트럽&횡철근

보

(단부) 1-5

G1

400×600

상부 11-D19

D10@100

하부 4-D19

G2
상부 9-D19

하부 6-D19

G3

300×600

상부 8-D19

하부 3-D19

G4
상부 7-D19

하부 4-D19

기둥

1

C1

500×500

16-D22

D10@150
(단부)

C2
12-D22

C2A

C3 10-D22

2-5

C1

8-D22
C2

C2A

C3<그림 1> 평면도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동과 횡하중 수직분포가 구조물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예제구

조물의 반응수정계수를 확인 할 것이다. 비탄성 정적해석 

결과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참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내진설계범주 C 및 D의 철근콘크리트 중간모

멘트골조에 대한 보-기둥 접합부 및 횡하중 수직분포가 구조물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푸쉬오버해석을 통해 확인하고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KBC2009에 맞게 설계 된 예제구조물에 대하여 자체개

발한 비탄성 정적 및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푸쉬오버해석을 실시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의 휨모멘트-곡

률 관계는 화이버 모델을 이용하고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

응력-전단변형률 관계는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횡하중 수직분포는 

KBC2009 등가정적해석법 횡하중과 Kim(3)
과 Freeman(6)

이 

각각 제시한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한 보-기둥 접합부 및 

횡하중 수직분포의 영향을 고려한 푸쉬오버해석을 실시하

여 강성도, 강도, 층간변위, 소성힌지 분포와 반응수정계수 

등에 대한 구조물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3. 구조설계

KBC2009와 KCI2007을 참고하여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구조평면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5층 규

모의 업무시설 용도로 층고는 동일한 4m이며 중력하중은 

고정하중 4.5kN/m2, 적재하중 2.5kN/m2
로 고려하였으며 

지역계수 0.22, 내진등급 І을 적용하였다. X, Y방향 모두 

지진하중에 의해 횡력이 결정되었으며 단면정보는 X1열과 

X6열이 같고 X2열, X3열, X4열, X5열이 같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모멘트-저항골조시스템 중 내진설계

범주 D에서 KBC2009의 경우 사용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를 선정하였으며 반응수정계수는 5이다. 지
반종류 SB 내진설계범주 C와 지반종류 SD 내진설계범주 D
의 두 가지 중간모멘트골조로 구조설계를 실시하였다. 구조

설계는 MIDAS Gen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1, 2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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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휨모멘트-곡률 (기둥)
<그림 3>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표 3>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Developed model

  ×  (1)
   ×  (2)

  ×  (1)
   ×  (2)

     
  ′  (1) 

     
 ′

 
   (2)

  ×  (1)
   ×  (2)

αt : In-plane geometry parameter
βt : Out-of-plane geometry parameter
ηt : Joint eccentricity parameter
λt : Adjusting  factor
αγt : In-plane geometry parameter
βγt : Out-of-plane geometry parameter
ηγt : Joint eccentricity parameter
λγt : Adjusting  factor
JI : Joint transverse reinforcement index
BI : Beam reinforcement index
f'c :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4. 구조해석모델

4.1 보 및 기둥

철근콘크리트 보 및 기둥 단면의 휨모멘트-곡률 관계는 

화이버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외부콘크리트에 Modified

Hognestad Model(9)
과 내부콘크리트에는 Hoshikuma Model(10)

을 적용하여 횡방향 철근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였다. 화이버 

모델에서 구한 비선형 거동은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하며 기

하비선형 고려시 반복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림 2와 같이 

삼선형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단순화 하였다. 화이버 모델에서 

급격한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곡률을 한계상태로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부재 비탄성 강성도 행렬은 단부와 변곡점 사이에서 부재 

강성도가 선형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유연도 선형분포 

모델을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부재의 요소 개수는 선행연구
(1)

를 통해 확인한 적절한 개수를 적용하여 오차 및 해석시간

을 줄였다.

4.2 보-기둥 접합부

4.2.1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7)
은 

J.M. Lafave와 J.H. Kim에 의해 발표된 철근콘크리트 보-

기둥 접합부의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

모델이다. 이 모델은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면내 

기하학적 조건(Interior, Exterior, Knee), 면외 기하학적 조

건(2면구속, 3면구속, 4면구속), 편심율, 콘크리트강도, 인접

한 보의 주철근비, 접합부내 횡철근량 등을 변수로 하여 접

합부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에서 보-기둥 접합부의 대

각균열(A), 횡방향 철근의 항복(B), 최대강도(C)와 최대 전

단변형(D)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둥 접합부 전단응력-전

단변형률 관계를 삼선형 해석모델로 단순화하여 해석에 적

용하였다. 그림 3에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을 이용하여 X2열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전단

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3의 식 (1), (2)는 그림 3의 C점으로 보-기둥 접합부 

최대응답에 대한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을 나타낸다. D점

의 전단변형은 보-기둥 접합부의 한계변형을 나타낸다.

4.2.2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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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기둥 접합부 해석모델

<그림 5> 연결골조

 (a) KBC2009 (b) Kim (c) Freeman

<그림 6> 횡하중 수직분포

유도된 보-기둥 접합부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는 Ghobarah

and Biddah(8)
의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를 활용하

면 보-기둥 접합부 자유물체도의 기둥 수평전단력과 보 모

멘트 평형으로부터 보-기둥 접합부에 작용하는 등가 모멘트

-회전각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4.2.3 보-기둥 접합부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2)

의 보-기둥 접합부 해석모델

을 이용하였다. 그림 4와 같이 등가 모멘트-회전각 관계의 

회전 스프링을 기둥 중심선 양쪽에 위치시키고 보-기둥 접

합면에서 발생하는 양단 합 모멘트를 추적하여 동일한 회전

각이 발생하도록 하고 접합부 내 강체 요소로 전단변형을 

제외한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5. 비탄성 정적해석(푸쉬오버해석)

5.1 골조 해석모델

푸쉬오버해석 과정에서 강체 다이어프램 거동을 고려하여 

그림 5와 같이 X1열∼X6열을 연결한 연결골조에 대해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중력하중은 FEMA-273을 참고하여 

고정하중 100% 적재하중 25%를 초기하중으로 고려하였다. 

골조의 명칭은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 고려 여

부와 내진설계범주 C 및 D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C - I
① ②

① C : 내진설계범주 C

D : 내진설계범주 D

② I  : 비탄성 보-기둥 접합부

R : 강체 보-기둥 접합부

5.2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 수직분포

푸쉬오버해석에서는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에 대한 

구조물 거동을 분석하여 고차모드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6에 KBC2009 등가정적해석법 횡하중, Kim 횡하중과 

Freeman 횡하중의 수직분포를 나타내었다. Kim(3)
이 제안

한 방법은 층하중을 층전단력으로 바꾼 다음 각 모드별 층

전단력을 SRSS법으로 조합 하였으나 Freeman(6)
이 제안한 

방법은 층하중을 그대로 각 모드별로 조합 하였다.

5.3 변형능력을 고려한 한계상태

구조물 한계상태는 구조물의 최대변위, 층간변위, 부재의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EMA

-356에서 제시한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물의 붕괴방지 성능

수준인 최대층간변위 4%와 부재 및 보-기둥 접합부의 한계

변형을 고려한 최대변위 중 작은 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

조물 한계상태로 정의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의 한계변형은 그림 2의 휨모멘트-곡률 

관계에서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곡률이며 보-기둥 접

합부는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의 

최대전단변형을 한계변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과 같이 내진설계범주 C와 D에서 최대층간변위 

4% 이전에 1층 기둥과 보-기둥 접합부에서 한계변형을 초

과한 변형이 발생하였다. C-I에서는 X2열 1층 내부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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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 (b) C-R

(c) D-I (d) D-R

<그림 8> 밑면전단력 - 지붕층 변위

<그림 7> 지붕층 변위 (한계상태, KBC2009)

와 기둥, C-R에서는 X2열 1층 내부 기둥, D-I에서는 X1열 

내부 접합부와 내부 기둥, D-R에서는 X2열 1층 내부 기둥

에서 가장 먼저 한계변형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5.4 구조해

석 결과’는 구조물 한계상태에 대한 결과이다.

5.4 구조해석 결과

5.4.1 밑면전단력 - 지붕층 변위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따른 밑면전단력-지붕층 변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내진설계범주 C와 D에서는 횡하중이 

설계밑면전단력에 도달하기 전에 보-기둥 접합부에 대각균

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 발생 후 횡력에 대한 구조물 강성

도가 감소하였다.

비탄성 보-기둥 접합부의 경우 KBC2009와 Kim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대하여 구조물의 강성도 및 강도가 비슷하

였다. KBC2009 횡하중 보다 Freeman 횡하중에 대한 구조

물의 강도는 평균 1.14배 크며 최대지붕층변위는 평균 0.84

배 적었다. 3가지 횡하중에 대하여 내진설계범주 D의 강도

는 C에 비해 평균 1.16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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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 (b) C-R

(c) D-I (d) D-R

<그림 9> 층간변위 

(a) C-I (b) C-R

(c) D-I (d) D-R

<그림 10> 층변위 

5.4.2 층간변위 및 층변위

하중별 층간변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Freeman 횡하

중에 대한 구조물의 변형이 저층부에 집중되어 1층에서 최

대층간변위가 발생하였다. KBC2009와 Kim 횡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층간변위는 비슷하다.

C-I에서는 1, 2층에서 2.04%, D-I에서는 2층에서 1.58%

의 최대층간변위가 발생하였다. D-I에서 C-I 보다 최대층간

변위가 작은 이유는 1층 보-기둥 접합부에서 한계상태가 빨

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보-기둥 접합부를 강체로 가정한 

경우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중 별 층변위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KBC2009와 Kim 

횡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각 층변위는 비슷하며 Freeman 횡하중

에 대한 구조물의 최대지붕층변위가 가장 작게 발생하였다. 

5.4.3 소성힌지 분포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따른 구조물의 소성힌지 분포를 

그림 11∼13에 나타내었다. 대칭구조물로 X1열∼X3열까

지 나타내었고 보 및 기둥 부재와 보-기둥 접합부의 소성힌

지는 균열상태와 항복상태로 나타내었다. 

Kim과 KBC2009 횡하중에 대한 소성힌지 분포는 유사

하며 Freeman 횡하중에 대해서는 저층부에 변형이 집중되

어 상층부 부재 및 접합부가 항복하기 전에 1층 하부기둥과 

보-기둥 접합부가 한계변형에 도달하였다.

내진설계범주 C 구조물에서는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

단거동의 고려여부와 관계없이 보 단부에 소성힌지가 다수 

발생하여 연성적인 거동이 나타났다. D-R에서는 기둥에 소

성힌지가 다수 발생하며 D-I에서는 보-기둥 접합부에서 균

열 및 항복이 다수 발생하였다. 소성힌지 분포에서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내진설

계범주 C 구조물 보다 D 구조물에서 크게 나타났다. 내진

설계범주 D 구조물에서 비탄성 변형이 하부 층에 집중되어 

내진설계범주 C 구조물 보다 D 구조물이 취성거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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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둥(균열 상태: ●, 항복 상태: ●)
보-기둥 접합부(균열 상태: ✕, 항복 상태: ✖)

(a) C-R (b) C-I 

(c) D-R (d) D-I

<그림 11> 소성힌지 분포 (KBC2009)

(a) C-R (b) C-I 

(c) D-R (d) D-I

<그림 12> 소성힌지 분포 (Kim)

(a) C-R (b) C-I 

(c) D-R (d) D-I

<그림 13> 소성힌지 분포 (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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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반응수정계수 개념

<표 4> 설계계수

하중형태 Rs Rμ R

C-I
KBC2009 2.67 3.02 8.07

Kim 2.73 3.03 8.26
Freeman 2.84 2.64 7.49

C-R
KBC2009 2.77 2.85 7.89

Kim 2.83 2.78 7.86
Freeman 2.93 2.42 7.08

D-I
KBC2009 1.58 2.28 3.59

Kim 1.61 2.22 3.56
Freeman 1.68 2.12 3.55

D-R
KBC2009 1.76 2.25 3.95

Kim 1.79 2.10 3.75
Freeman 1.84 1.89 3.48

(a) 강도계수 (Rs)

(b) 연성계수 (Rμ)

(c) 반응수정계수 (R)

<그림 15> 설계계수

5.5 반응수정계수

반응수정계수는 일반적으로 설계밑면전단력(VD)와 보유

강도(VY)의 비인 강도계수(RS), 항복변위(ΔY)와 최대변위

(ΔU)의 비인 연성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그림 14와 같이 구조물 한계상태까지의 밑면전단력-지

붕층변위 관계를 등가에너지 개념을 적용해 이선형으로 이

상화하여 강도계수(Rs)와 연성계수(Rμ)를 산정하였다.

표 4와 그림 15에 강도계수, 연성계수와 반응수정계수를 

나타내었다. 비탄성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구조물의 강도

계수 및 연성계수는 강체 접합부에 대하여 평균 90%, 110%

로 평가되었다. 

Freeman 횡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강도계수는 Kim과 

KBC2009 횡하중에 대한 경우 보다 크게 평가되지만 연성

계수 및 반응수정계수는 가장 작게 평가되었다. 

내진설계범주 C의 반응수정계수는 C-R에서 평균 7.61, 

C-I에서 평균 7.94로 C-I에서 크게 평가되었다. 내진설계범주 

D의 반응수정계수는 D-R에서 평균 3.72, D-I에서 평균 

3.57로 D-I에서 작게 평가되었다. 

IBC2000에서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진설계범주 D의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한 반응수정계수는 평균 

3.64로 KBC2009의 5 보다 작다. 내진설계범주 D에서 철

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탄성 정적해석인 푸쉬오버해석으로 강도계수, 연성계

수와 반응수정계수 등의 설계계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구조물의 비탄성 동적 특성

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준별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한 

비탄성 시간이력해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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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KBC2009에서는 내진설계범주 D의 철근콘크리트 중간

모멘트골조에 대해 시스템과 높이 제한 없이 반응수정계수 

5로 허용하고 있으나 IBC2000에서는 시스템 적용을 제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종류 SB 내진설계범주 C와 

지반종류 SD 내진설계범주 D의 두 가지 5층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해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보-기둥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동과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 수

직분포 형태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푸쉬

오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비탄성 보-기둥 접합부의 경우 횡하중이 설계밑면전단력

에 도달하기 전에 접합부 비탄성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강체 접합부의 경우에 비해 내진설계범주 D 구조물에서 

비탄성 변형은 보 및 기둥에서 감소하고 접합부에 집중

되는 반면 내진설계범주 C 구조물에서는 보 및 기둥에서 

변화가 없었다. 구조물 비탄성 변형은 내진설계범주 C 

경우 보다 내진설계범주 D 경우에 하부 층에 집중되었

다. 반응수정계수는 내진설계범주 C 경우 평균 7.78이지

만 내진설계범주 D 경우 평균 3.64로 KBC2009의 5 보

다 작았다. 따라서 IBC2000에서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진설계범주 D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에 관계없이 구조물 비

탄성 변형은 KBC2009 및 Kim의 경우 보다 Freeman 

횡하중 수직분포에서 하부층에 집중되어 연성계수와 반

응수정계수가 가장 작게 평가 되었다.  

3. 비탄성 정적해석은 강도계수, 연성계수, 반응수정계수 

등의 설계계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지진하중에 대한 구

조물의 비탄성 동적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

탄성 시간이력해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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