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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높이를 갖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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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 ordinary moment frame(steel OMF) has been used as a seismic force resisting system in regions of low and moderate seismicity. In 
this study,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teel OMFs with various heights in SDC Cmax was evaluated. For this purpose, nine steel OMFs 
were designed according to seismic design codes(ASCE/SEI 7-10, ANSI/AISC 341-10), and the collapse probability of these steel OMFs were 
estimated using FEMA P-695. The collapse probability of steel OMFs became larger with an increase in the height of frames. Some of  
steel OMFs designed according to current design codes did not satisfy the acceptance criteria specified in FEMA P-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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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4년 Northridge 지진 이후 SAC project 및 여러 연구

자들(Stojadinovic et al 2000; Ricles et al, 2002; Yun et al, 
2000 등)에 의해 철골 모멘트골조의 연성능력에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 중 Yun et al(2000)에서는 철골 보

통모멘트골조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통해 내진설계범주 

D에서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높이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철골 특수모멘트골

조에 사용되는 보-기둥 접합부의 연성능력에 중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Roeder et al, 1993; Gupta and 
Krawinkler, 1999; Lee and Foutch, 2002; NIST, 2010; 
Flores et al, 2014; Elkady and Lignos, 2015). 이로 인하여 

ANSI/AISC 341-10에서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에 관련한 

연구의 수행이 부족함을 명시하고 있고 철골 보통모멘트

골조의 설계 및 상세사항에 대하여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Comm.E1.2 of ANSI/AISC 341-10). 또
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나 철골 중간모멘트골조에 비해 

매우 완화된 설계 및 상세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ANSI/AISC 341-10에서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와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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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하여 각각 0.04와 

0.02 rad의 변형 능력을 요구하지만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

지 않다.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해 강기둥-약보와 같

이 특정 부재의 항복을 유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골조

를 구성하는 모든 부재의 항복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철골 보통모멘트골조가 가지는 연성능력은 철골 특수모

멘트골조나 철골 중간모멘트골조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ASCE/SEI 7-10에서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적은 연

성능력을 고려하여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설계 지진하

중 산정 시 철골 특수모멘트골조나 철골 중간모멘트골조

보다 작은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주기()와 1초주기 설계 가속도()가 각

각 0.5g와 0.2g보다 큰 내진설계범주 D 이상의 지역에서

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높이와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ANSI/AISC 341-10에서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보-기

둥 접합부에 대하여 인증접합부 중 WUF-B 접합부의 사

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CE/SEI 7-10에 따라 설계한 

WUF-B 접합부를 가지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성

능을 평가하였다. 내진설계범주 C에 대하여 다양한 높이

를 가지는 9개의 철골 보통모멘트골조를 설계하였고 비

탄성 정적해석 및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EMA 
P-695의 절차를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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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

본 연구에서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이 없는 내진설계범주 C에서 다

양한 높이를 가지는 9개의 철골 보통모멘트골조를 

ASCE/SEI 7-10, ANSI/AISC 360-10, ANSI/AISC 341-10에 

따라 설계하였다.
대상골조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포함한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을 이용하여 ASCE/SEI 7-10에서 제시한 하중조

합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대상골조의 경간은 9.0m이고 

층고는 4.0m이다. 단, 9층이상 골조의 1층 층고는 5.5m이

다. 입면과 평면은 그림1과 같다.
각 층의 슬래브는 75mm 데크플레이트와 65mm 보통콘

크리트로 구성되며 일반층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각각 

와 이고 지붕층의 고정하중과 활하중

은 각각 와 로 산정하였다(Gupta 
and Krawinkler, 1999). 각 부재의 강재는 ASTM A572 
Gr.50( )으로 가정하였다.

대상골조는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로 가정하여 내진등

급 II, 중요도계수() 1.0을 사용하였고 지반종류 에 위

치한다고 가정하였다. ASCE/SEI 7-10에서 철골 보통모멘

트골조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반응수정계수(), 초과

강도계수(), 변위증폭계수()는 각각 3.5, 3, 3을 사용

하였다. 내진설계범주 C에서 사용이 가능한 등가정적해석

법(Equivalent Lateral Force analysis)을 사용하여 지진하중

을 산정하였다.
그림2는 내진설계범주 max에서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가 갖는 지진응답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설계 밑면전

단력()를 산정하기 위해 지진응답계수()는 주기의  

상한값()에서 산정하였으며 그 값은 최소지진응답계

수(  ≥)보다 작지 않도록 결정하였

다. 층간변위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주기의 상한값()과 최소지진응답계수()을 고려하

지 않고 구조물의 고유치 해석을 통해 얻은 고유주기()

에서 산정한 지진응답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한 층간변위비는 0.02를 넘지 않도록 설계

하였다.
ANSI/AISC 341-10에 따라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보와 

기둥은 부재력과 허용층간변위를 모두 만족하는 단면으

로 선택하였다. 보는 순경간을 3등분 하는 위치에 횡지지

부재를 두었다고 가정하였다.
ANSI/AISC 341-10에서는 내진설계 시 기둥에 대해 증

폭지진하중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간략검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둥에 대해 

사용하는 간략검토에 따르면 설계압축강도()에 대해 

하중조합을 통해 계산한 기둥의 소요압축강도()의 비율

이 (=1/3) 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 기둥이 증폭지

진하중에 대하여 적절한 강도를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상골조의 기둥은 이를 통해 적절한 강도를 보유 

Figure 1. Plan, elevation and member section of 3-, 6-, 

12-story steel O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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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alytical model for steel OMFs and beam-to-column connections(ATC 72-1 and ASCE/SEI 41-13)

Table 1. Fundamental period( ) of steel OMFs

Number of stories 3 6 9 10 11 12 13 14 15

Structural height(m) 12.0 24.0 37.5 41.5 45.5 49.5 53.5 57.5 61.5
Fundamental period of 
steel OMFs 1.7849 2.8480 3.9985 4.4143 4.7138 4.8947 5.2005 5.3595 5.5400

Figure 2. Seismic response coefficient of steel OMFs 

assigned to SDC max

하는 단면으로 설계하였다.
대상골조의 보-기둥 접합부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에만 

사용이 가능한 WUF-B 접합부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ANSI/AISC 341-10에 따라 완전용입그루브, 용접접근공형

상, 연속판, 뒷댐판 처리 등의 요구 상세사항을 만족하도

록 설계하였다. 패널존은 하중조합을 통해 전달되는 전단

력보다 ANSI/AISC 360-10을 통해 계산한 패널존의 전단

강도가 더 크도록 설계하였으며 적절한 두께의 패널존 

보강판(ASTM A572 Gr.50)을 설치하였다.
그림1에는 3층, 6층, 12층 높이를 가지며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설계한 철골 보

통모멘트골조의 단면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표1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대상골조의 주기를 나타내었다.

3.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설계를 수행한 내진설계범주 max에 위치

하고 다양한 높이를 가지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OpenSees(McKenna, 1997)를 이용해

서 대상골조를 이상화하여 2D 비선형 해석모델로 구축하

였다. 또한 보-기둥 접합부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Han et 
al.(2007)이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얻은 이력곡선을 적절

히 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3은 대상골조와 보-기둥 접합부를 해석모델로 이상

화한 것을 나타낸다. 대상골조에 발생하는  효과는  

쏠림기둥(leaning column)을 통해 구현하였다(그림3(a)). 각 

층의 쏠림기둥(leaning column)에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가 분담하는 각 층의 영향면적을 제외한 면적만큼의 중

력하중이 작용한다. 중력하중은 으로 계산하

고 D와 L은 각각 고정하중과 활하중으로 산정하였다

(FEMA P-695).
대상 골조는 2%의 감쇠비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ATC 

72-1, section 2.4.5). 해석모델은 레일레이감쇠를 사용하였

으며 강성비례항(stiffness-proportional term)은 보와 기둥의 

탄성요소(elastic element)를 통해 구현하였고  질량비례항

(mass-proportional term)은 질량이 할당된 노드를 통해 구

현하였다(Zareian and Medina, 2010).
접합부에 연결된 보 요소는 탄성요소(elastic element)와 

보 양단부의 비선형 회전스프링(concentrated plasticity 
spring)으로 이상화하였다. 보의  비선형 스프링은 WUF-B 
접합부에 대해 ASCE/SEI 41-13에서 제시한 비탄성 변형

계수(inelastic deformation parameter)를 갖도록 구성하였고 

식 (1), (2)와 같다(그림3(c)).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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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1)과 (2)는 SAC Project등을 통해 얻은 WUF-B 
접합부의 비탄성 변형(inelastic deformation)에 대한 회귀분

석결과이다(FEMA 355D). 또한 ASCE/SEI 41-13에서는 식 

(1)과 (2)를 이용한 내진성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패널존은 4개의 강체, 3개의 힌지, 1개의 3선형 회전스

프링으로 구성된다(Gupta and Krawinkler, 1999). 패널존의 

3선형 회전스프링은 Krawinkler (1978)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기둥의 웨브와 플랜지, 패널존 보강판, 연속판의 영

향을 고려한 뼈대곡선(backbone curve)을 반영하며 패널존 

및 기둥 플랜지의 항복 후에는 ASCE/SEI 41-10에서 권고

한 6%의 변형경화율을 가진다(그림3(d)). 패널존의 이력거

동에서 deterioration의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반복가력

에 따른 강성 및 강도저하(cyclic deterioration)는 고려하지 

않는다(ATC 72-1).
기둥은 탄성요소와 양단부의 회전스프링으로 묘사하였

다. 기둥의 회전스프링은 Ibarra et al(2005)에서 제시한 반

복가력에 따른 강성 및 강도저하(cyclic deterioration)를 고

려할 수 있도록 Lignos et al(2009)이 제시한 반복가력에 

따른 강성 및 강도저하(cyclic deterioration)에 대한 회귀식

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그림3(e), ATC 72-1).

(a) Test setup

(b) SAC loading protocol

Figure 4. WUF-B Connection test setup and SAC loading 

protocol

구축된 해석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Han et 
al, 2007)에서 실험한 2개 실험체의 이력거동과 해석모델

의 이력거동을 비교하였다. 각 실험체는 패널존의 항복강

도( )를 보가 항복강도에 도달하였을 때 패널존에 가해

지는 전단력( )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패널존 강도비

( )를 변수로 한다. WUF-B 접합부 실험체 SC-P

와 SC의 패널존 강도비( )는 각각 1.21과 0.94이

다.
각 실험체는 모두 ANSI/AISC 341-10에서 요구하는 용

접금속의 인성 및 접합상세 등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림4(a)와 같이 실물 크기의 실험체를 제작하고 SAC 재
하이력(loading protocol(그림4(b))를 이용하여 반복 가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a) Moment-rotation curve of specimen SC

(b) Moment-rotation curve of specimen SC-P

Figure 5. WUF-B connection test specimen (a)SC and 

(b)SC-P in Han et al, 2007

그림5는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얻은 이력곡선을 나타

낸다. 두 실험체는 모두 보의 용접 접근공의 끝단(toe of 
access hole)에서 파단이 시작되어 보 플랜지가 파괴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5의 세로축은 기둥면에서 보의 

모멘트()를 보의 휨강도( )로 나눈 모멘트비율

( )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접합부의 총 회전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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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ushover curve of 3-, 6-, 12-story steel OMFs in SDC max

Table 2. Overstength factors() and period based ductility factors( ) of steel OMFs

SDC Number of stories 3 6 9 10 11 12 13 14 15

max
Structural height(m) 12.0 24.0 37.5 41.5 45.5 49.5 53.5 57.5 61.5
Overstrength() 1.7727 1.9018 1.9542 1.7322 1.8037 1.9254 1.9279 1.9470 1.9589
Period-based ductility( ) 1.7008 1.4004 1.5539 1.5027 1.4026 1.3042 1.2613 1.3143 1.2890

타내며 해석모델을 이용한 이력곡선이 실험을 통하여 얻

은 이력곡선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진성능평가

4.1 비선형 정적 해석(Pushover Analysis)

본 연구에서 설계한 9개의 대상골조에 대해 1차 고유 

모드 형상에 따른 하중분포를 이용하여 비선형 정적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림6은 내진설계범주 max에 위치한 3층, 6층, 12층 

높이의 대상골조에 대한 푸쉬오버곡선(pushover curve)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밑면전단력비( )를 나타내고 가로

축은 지붕층 횡변위()를 나타낸다. 는 밑면전단력, 

W는 유효건물중량을 나타낸다. 또한 대상골조의 초과강

도계수(max)와 주기기반연성계수(  )

를 그림6과 같은 푸쉬오버곡선(pushover curve)을 통해 계

산하였고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그림6에서 max는 구조물의 최대밑면전단력, 은 

설계밑면전단력, 는 구조물이 최대강도의 20%만큼의 

강도감소를 나타낼 때 지붕층 횡변위를 말하고, 은 지

붕층의 유효 횡변위를 말한다. 대상골조는 구조물이 최대

밑면전단력을 나타낸 이후 보의 파단으로 인해 급격한 

강도저하를 나타내었다.
그림7과 같이 내진설계범주 max에 위치한 대상골조의 

초과강도계수()는 평균 1.88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높

이의 대상골조에서 ASCE/SEI 7-10에서 제시한 초과강도계

수()인 3.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상골조가 

나타내는 주기기반연성계수()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일

정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1.44의 값을 나타내었다.
보다 명확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내진설계범주 max

에 위치한 12층 높이의 대상골조가 나타내는 붕괴 매커

(a) Overstrength factor() of steel OMFs

(b) Period-based ductility factor( ) of steel OMFs

Figure 7. Overstrength() and period-based ductility( ) 

factors of steel OMFs

니즘을 그림8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8에서 패널존 항복

은 기둥 웨브와 패널존 보강판이 항복강도에 도달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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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패널존 뒤틀림은 패널존 항복 후에 기둥 플랜지

의 뒤틀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보의 파단은 보의 비탄

성 변형이 식(1)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철골 보통모멘트

골조를 설계할 때 패널존은 하중조합을 통해 보로부터 

전달되는 전단력을 요구강도로 설정하여 설계하기 때문

에 패널존의 강도는 보의 강도보다 크지 않다. 또한 강기

둥-약보의 설계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둥의 항복이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8과 같이 대상골조는 중저층의 

패널존의 항복과 뒤틀림이 발생한 이후 저층에 위치한 

보의 파단과 기둥의 항복으로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하였

다.

Figure 8. Collapse mechanism of 12-story steel OMF

4.2 증분 동적 해석(Incremental Dynam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FEMA P-695에 따라 22쌍의 원거리 지

반운동기록에 대해 Hunt and Fill Algorithm을 이용하여 

증분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Vamvatsikos and Cornell, 
2002). 지반운동강도()는 각 지반운동기록에 대해 고유

주기()에서 5% 감쇠비를 갖는 단자유도 구조물이 나

타내는 유사스펙트럼가속도(Pseudo Spectral Acceleration, 
PSA)로 정하였다. 아주 적은 지반운동강도()의 증가에

도 대상골조의 층간변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동적 불안

정상태를 나타낼 때를 대상골조의 붕괴로 가정하였고 이

때 지반운동강도()를 붕괴강도()로 결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44개 지반 운동에 대한 중간붕괴강도()를 

산정하였다.
그림9(a)와 같이 IDA를 수행하였으며 9개의 대상 골조

에 대한 중간붕괴강도()를 산정하였다. 그림9(b)와 같

이 구조물의 붕괴취약도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며 각 구조

물이 나타내는 중간붕괴강도()는 표2에 정리하였다. 

또한 그림9(c)와 같이 대상골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낮

은 중간붕괴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 IDA curve of 6-story steel OMF

(b) Fragility curve of 6-story steel OMF

(c) Collapse intensity of steel OMFs

Figure 9. IDA, fragility curve of 6-story steel OMF and 

median collapse intensity of steel OMFs 

4.3 붕괴 확률 산정

본 연구에서는 ASCE/SEI 7-10와 ANSI/AISC 341-10에 

따라 설계한 철골 보통 모멘트 골조에 대해 FEMA P-695
를 이용하여 붕괴확률()을 산정하였다. FEMA P-695는 

각 구조물이 최대고려지진(MCE)에 대해 허용붕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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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lapse probability of steel OMFs with various heights assigned to SDC max
Seismic
Design
Category

Number
of
stories

Structural
height(m)

Required parameters Remark

      ≤  ≤

max

3 12.0 1.0714 0.6637 0.3811 1.1476 0.0388 Pass Pass
6 24.0 1.0918 0.6520 0.2188 0.5267 0.0692 Pass Pass
9 37.5 1.1154 0.6578 0.1530 0.3006 0.1164 Fail Pass
10 41.5 1.1106 0.6558 0.1411 0.2573 0.1411 Fail Pass
11 45.5 1.1003 0.6521 0.1311 0.2203 0.1733 Fail Pass
12 49.5 1.0886 0.6485 0.1225 0.1993 0.2021 Fail Fail
13 53.5 1.0829 0.6470 0.1152 0.1760 0.2184 Fail Fail
14 57.5 1.0899 0.6489 0.1087 0.1333 0.3275 Fail Fail
15 61.5 1.0867 0.6480 0.1030 0.1319 0.3053 Fail Fail

()보다 낮은 붕괴확률()를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용붕괴확률()는 개별건물에 대해 20%, 건물군에 대해 

10%의 값을 가진다.
붕괴확률()는 식(3)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는 

MCE에서의 응답 가속도를 나타내고 는 IDA를 통해 

얻은 대상골조의 중간붕괴강도를 말한다.

SSF는 스펙트럼 형상계수(Spectral Shape Factor, SSF)로 

스펙트럼 형상을 보정하여 붕괴확률을 조정하는 계수이

며 식(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은 주기기반연성계수()를 이용하여 식(5)와 같이 

계산한다. 그리고 은 내진설계범주 B와 C에서 1.0의 값

을 가진다. 또한 식(3)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불확실성계수

()는 식(7)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은 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식(8)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은 각각 설계요구조건의 

불확실성, 실험데이터의 불확실성,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0.35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3과 같이 9개 대상골조가 나타내는 

붕괴확률()를 계산하였다.

5. SDC max에 위치한 다양한 높이를 가지는 철골 보

통 모멘트 골조의 내진 성능

FEMA P-695에 따라 내진설계범주 max에서 다양한 

높이를 가지는 철골 보통 모멘트 골조의 내진성능 평가

를 수행하였다. 내진설계범주 max에서 높이에 따라 대상

골조가 나타내는 붕괴확률()는 그림10과 같다.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대상골조의 붕괴확률()가 증가하였다. 또

한 대상골조는 9층 높이(37.5m) 이후로 FEMA P-695에서 

제시하는 허용붕괴확률 0.1을 초과하였으며 12층 높이

(49.5m) 이후로 허용붕괴확률 0.2를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Figure 10. Collapse probability of steel OMFs with various 

heights in SDC max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EMA P-695를 이용하여 내진설계범주 

max에서 다양한 높이를 가지는 철골 보통모멘트골조가 

나타내는 내진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SCE/SEI 7-10과 ANSI/AISC 341-10에 따라 중력하

중과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을 이용하여 설계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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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철골 보통모멘트골조는 높이가 증가하더라도 

ASCE/SEI 7-10에서 제시한 3.0보다 작고 일정한 초과강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기기반연성계수는 평균 1.44
값을 나타내었다.

(2) 9개 대상골조 중에서 7개의 골조가 FEMA P-695에
서 제시한 허용붕괴확률() 0.1을 초과하는 붕괴확률을 

나타내었고 4개의 골조가 허용붕괴확률() 0.2를 초과하

였다.
(3) 구조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구조물이 나타내는 초

과강도계수와 주기기반연성계수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

을 나타내었지만 대상골조의 중간붕괴강도()는 작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붕괴확률()는 증가하였다.

(4)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상골조는 낮은 내진성능을 보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EMA-P695에서 제시한 내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높이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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