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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damage may cause sequential collapse of structure, which is called progressive collapse.  Current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is based on the mean value of design variables. This deterministic approach 

has a low reliability as it doesn't consider uncertainty of variables.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of 

design variables for progressive collapse of structure is evaluated by Monte Calro simulation and 

Tornado diagra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behaviour of model structures is highly sensitive to 

variation of the yield force of beams and the structural dam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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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쇄 붕괴는 폭발하 , 화재, 충격하  등 행 설계하 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상하 에 의하여 구조물의 

주요 하  달 요소의 괴가 구조물 체에 도미노 상처럼 이어지는 붕괴 상이다. 1968년 런던에서 발생

한 Ronan Point Residential Apartment 가스폭발 사고를 기 으로 2001년 건물 체가 붕괴된 World Trade 

Center Tower, 2003년 차량 폭탄 테러에 의해 부분 괴된 Istanbul HSBC 본사 등 국내외 으로 비정상하

에 의한 연쇄붕괴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쇄붕괴에 한 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반

하여 2003년 미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 2003)과 2005년 미국 Department of Defence 

(DoD, 2005)에서는 설계과정에서 연쇄붕괴에 한 고려사항  실제 인 연쇄붕괴의 차를 정의하는데 많

은 노력을 쏟았다.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붕괴 상을 해석 인 방법으로 측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다른 

붕괴의 험을 막고 조 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비정상하

에 의한 구조물의 국부 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구조물의 거동을 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을 통해 

다음 단계의 괴를 방지하여 건물의 거주자  인명구조에 한 안 도 증가시킬 수 있다 (Krauthamm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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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조물의 연쇄붕괴 해석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확정론  방법(deterministic approach)이다. 

하나의 고정된 값만을 표값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확정론  방법은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반

면에 확률이론에 근거한 신뢰성 해석은 에서 언 한 불확실성을 정량 으로 취 하여 확률변수의 변화에 

따라 응답의 변화를 추정하는 민감도(sensitivity)정보를 악할 수 있다. 연쇄붕괴는 건물이 일정한 안 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재의 재료, 작용하는 하 의 통계 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뢰성해석을 

통해 설계변수들이 연쇄붕괴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다는 에서 신뢰성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정

상하 을 고려하여 연쇄붕괴에 향을 주는 발생 가능한 여러 변수들에 하여 비선형정 해석과 비선형동

해석을 통해 연쇄붕괴와 해석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2. 제모델  해석 방법

2.1 제모델의 설계

제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3층 3경간 철골모멘트 항골조로써 건축구조설계기  2005의 하 을 용하여 

부재를 설계하 다( 한건축학회, 2005). 설계하 은 고정하  5kN/m2, 재하  2.5kN/m2이며, 부재는 내

부기둥은 H300×300×10×16, 외부기둥은 H250×250×14×14, 보는 H300×120×8×13로 설계하 다. 강종은 기둥은 

SM490(32.4kN/cm2,), 보는 SS400(23.5kN/cm2)를 사용하 다. 기둥과 보의 합부는 패 존의 강성을 고려하

여 모델링하 다 (Krawinkler et al, 2000). 연쇄붕괴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기에 손상을 입은 부재

를 1층의 외부기둥일 경우와 내부기둥일 경우로 가정하 다.

           

a) 평면                               b) 입면

그림 1. 해석모델

2.2 변수들의 수렴해석

본 연구에서는 난수를 생성하기 하여 Monte Carlo Simulation (이후 MCS) 방법을 사용하 다. MCS는 

생성된 난수의 개수에 따라 오차율이 변하므로 변수들의 최소 샘 링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연쇄붕괴해석과 련된 변수들을 표 2에 나타낸바와 같이 보  기둥의 항복강도, 재하 , 감쇠

비, 탄성계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균과 표 편차를 가정하 다 [김종락 등, 2000, Lee, 2005, Harris et al, 

1981]. 한 샘 링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가 5%일 때를 기 으로 하 다. 정  해석인 경우

에는 변동계수가 가장 큰 재하 을 기 으로 하 으며, 동 해석인 경우에는 변동계수가 가장 큰 감쇠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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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 을 맞추었다. 그림 2의 a)는 재하 의 샘 링수에 따른 평균과 표 편차를 최종샘 링수로 정규화 

시킨 결과이다. 그림 2의 b)는 평균과 표 편차에 한 COV를 재산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정 해석에서는 

재하 이 765개, 동 해석에서는 감쇠비가 3060개인 경우에 COV값이 5%에 수렴하 다. 따라서 정 해석

인 경우는 1000개, 동 해석인 경우는 3100개의 샘 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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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재하 의 평균과 표 편차에 한 수렴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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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쇠비의 평균과 표 편차에 한 수렴해석결과

                                 표 2. 해석변수들의 통계  데이터               (Unit: kN, cm)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분포함수

보의 항복강도 23.5 1.24 5.28 Logn'l

기둥의 항복강도 32.5 3.28 10.10 Logn'l

적재하중 0.000274 0.0000488 17.83 Logn'l

댐핑 0.05 0.02 40.00 Logn'l

탄성계수 20594.0 679.602 3.30 Normal

3. 해석결과

3.1 MCS에 의한 수직변 의 비교

모든 해석변수는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5개의 변수에 하여 각각 

3100개의 난수를 생성하고 총 15500번의 비선형동 해석을 수행하 다. MCS에 의하여 생성된 난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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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경우 입력된 난수의 개수만큼 원하는 결과데이터 개수가 생성된다. 구조해석을 수행

한 후 결과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히스토그램을 그림 4와 그림 5처럼 나타내었다 

(MATLAB, 2006). 그림 4와 5에 의하면 내부기둥이 제거된 모델과 외부기둥이 제거된 모델에서 보의 항복

강도의 분산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입력 난수에 의하여 생성된 수직변 의 분산이 크면 구조해석 결과

가 입력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탄성계수는 분산이 작으므로 해석 결과에 큰 향이 

없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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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CS방법에 의한 수직 변 의 분포 (비선형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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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CS방법에 의한 수직 변 의 분포 (비선형동 해석)

3.2 Tornado Di agram 에 의한 수직변 의 비교

Tornado Diagram은 그림 6와 같이 변수들의 평균값, 하한값(-2)과 상한값(+2)을 이용하여 3번의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3가지 입력값에 한 수직변 의 변동폭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해석방법으로 기둥을 

제거한 후 기둥이 제거된 의 수직변 를 조사하여 수직변 의 변동폭이 큰 변수 순으로 나열하면 그림 

7,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비선형정 해석에는 구조물의 감

쇠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쇄붕괴해석을 수행한 후 변동폭이 가장 큰 변수는 보의 항복강도이고, 가장 

작은 변수는 탄성계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부기둥이 제거된 경우는 기둥이 휨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기

둥의 항복강도도 수직변 에서 약간의 변동폭이 있다. 하지만 외부기둥이 제거된 경우는 기둥 항복강도의 

향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조물의 감쇠를 고려한 비선형동 해석의 경우 보의 항복강도와 

감쇠비가 연쇄붕괴해석에서 수직변 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보아 두 변수가 연쇄붕괴에 한 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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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비정상하 에 의하여 기둥이 제거된 경우 구조물은 동 으로 거동하므로, 감쇠를 고

려하지 않은 비선형정 해석의 결과는 안 측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6.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의 작성 [L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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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모델의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비선형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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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모델의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비선형동 해석)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확률  근을 통하여 연쇄붕괴에 향을 끼치는 여러 변수들의 민감도를 검토하 으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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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비선형정 해석에 의하면 보의 항복강도가 연쇄붕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 다. 한 기둥이 제거된 

치가 내부일 경우 구조물의 연쇄붕괴는 기둥의 항복강도에도 향을 받는다.

2) 비선형동 해석에 의하면 구조물의 항복강도와 감쇠비는 연쇄붕괴해석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3) MCS에 의한 결과와 분포와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에 의한 결과의 변동폭을 비교하면 기부재의 제거에 

의한 수직변 의 변동폭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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