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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 가새로 보강된 무량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flat Plate Structures Retrofitted with 

Steel Plates and Braces 

신 우 승*∙김 진 구**

Shin, Wooseung∙ Kim, Jinkoo

ABSTRACT

  In this study 3- and 6-story flat plate structures designed only for gravity load are retrofitted with 

steel plates and braces and their seismic performances are evaluated to verify the effect of seismic 

retrof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nonlinear static analysis both the strength and 

stiffness are significantly enhanced as a result of the seismic retrofit. When buckling-restrained braces 

are used instead of conventional braces, the structures show more ductile behavior, especially in the 

3-sto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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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의 개방성을 향상시켜 구조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가능한 내부평면의 변경이나 가변요소(infill)의 

수용  향후 리모델링의 편리성  경제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시스템에 하여 건설업체 연구소뿐만 아니

라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무량 구

조이다. 국내에서는 삼풍백화  붕괴 이후 무량 구조의 사용을 꺼려왔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약진 지 인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주거건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무소 건물 등 다양하게 많이 용되고 있다. 최근

에는 무량 구조에 한 설계기 이 정비되고 층당 3～5일의 작업공정이 가능한 시공방법의 개발 등으로 인

하여 다수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용되고 있다.

  최근 지진하 이나 풍하 과 같은 자연력에서 기인하는 횡하 에 한 설계기 도 과거에 비하여 강화되

고 있다.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용되지 않은 층 무량  구조물의 횡하  항성능을 평가하고, 행 건

축물하 기 (KBC 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하 을 만족하기 하여 다양한 보강방법을 용하고 그 

성능을 비교․평가하 다. 일반 으로 무량  구조물 해석시 슬래 의 항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일정 폭

을 가진 등가보로 치환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성 감계수를 고려한 Luo와 Durrani(1995)의 

유효보폭 모델을 사용하 다. 보강방법으로는 강 으로 기둥을 감싸는 방법, 일반 인 가새와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보강법과 슬래 (유효 보)의 휨 항력을 증가시키기 하여 강 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용하 다. 각 방법으로 보강된 구조물은 OpeenSees 로그램(Mazzoni et al., 2006)을 이용하여 비선

형 정 해석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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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량  구조물의 해석 모델링

  해석모델은 그림 1(a)와 같이 3차원 구조물에서 A열과 B열을 무한강성트러스로 연결시킨 2차원 구조물로 

3층 3경간, 6층 3경간의 무량  구조물이다. 설계하 은 KBC-2005 기 에 따라 산정한 고정하 (7.0kN/m2)

과 활하 (2.5kN/m2), 풍하 을 사용하여 기둥 부재를 설계하 으며, 슬래 는 등가골조법에 의해 설계하

다.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21Mpa이고 철근의 항복강도는 300Mpa이다. 구조물의 비탄성 해석 과정

에서 각 재료의 상되는 최 강도를 고려하기 하여 콘크리트는 21Mpa의 평균 압축강도인 

28.67Mpa, 철근은 375Mpa을 사용하 으며, 철근의 항복후 강성비는 0.02로 가정하 다. 단보강근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는 Mander의 제안식(Mander et al., 1988)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슬래 의 

유효보폭 모델은 Luo와 Durrani(1995)이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 다. 강성 감계수에 따른 이력모델을 

나타낸 그림 1(b)를 보면 OpeenSees에 탑재된 nonlinear fiber element의 모멘트-층간변 비 곡선은 다

른 연구자들의 제안식에 따른 곡선과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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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량  구조물의 해석모델                    b) 내주부/ 외주부 유효보의 강성 감

그림 1. 무량  구조물의 해석모델과 유효보의 강성 감

  기둥-슬래 의 내부 합부에 한 단 괴모델은 그림 2(a)와 같이 슬래  험단면에서 력하

()에 한 슬래 의 단강도()의 비와 유효보의 한계회 각()의 계를 고려하 다. 여기서 

한계회 각을 구하기 하여 먼  pushover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회 각이 1.5%인 지 에서 각 

층의 기둥-슬래  합부 회 각의 평균값( )을 구한다. 이 과 4의 사이의 직선과 의 교

차 으로부터 을 구할 수 있다. 펀칭효과를 고려한 각 하  단계별 nonlinear pinching material의 

이력곡선은 그림 2(b)와 같다. 

                                

(a) 력 단비에 한 한계회 각 (Heuste와 Wight, 1999)     (b) 내부 합부의 단 괴 이력모델

그림 2. 내부 합부의 nonlinear pinching material 단 괴 이력모델

 그림 3은 무량  구조물의 pushover 곡선과 유사정 해석(quasi-static analysis)에 의한 이력곡선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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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합부의 단 괴 특성을 고려한 경우 일단 단 괴(punching failure)가 발생하면 체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이 하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반복이력하 을 받는 6층 구조물에서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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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onlinear fiber model과 nonlinear punching model의 pushover  유사정  해석

  무량  구조물의 성능 에 하여 송호범과 송진규(2006)는 단내력비가 0.3인 기둥-슬래  합부에 

한 횡하  가력시험을 통하여 안 성을 고려하여 괴하 의 70% 수 인 2.5% 층간변 비를 성능 으로 제

안하 다. 그러나 이는 단내력비가 다른 경우에 용의 한계가 있고 안 성을 고려하여 유효 층간변 를 

작게 평가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Hueste와 Wight(1999)가 제안한 부재의 한계회 각을 기 으로 체 

시스템의 응답이 격하게 하되는 지 을 성능 으로 가정하 다. 구속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괴 여부

는 Mander의 제안식(Mander et al., 1988)에 따라 한계변형률( )을 조사하여 단하 다. 그리고 단보강

근이 없는 비구속 유효보(슬래 )의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하면 괴된 것으로 가정하

다.

3. 용된 보강방법

  력하 에 하여 설계된 무량  구조물의 내진보강을 한 지진하 을 산정하기 하여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여 주기를 산정하 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1차모드의 주기가 기 의 약산식에 의한 주기의 1.2배를 

과하 기 때문에 약산식의 1.2배인 0.31 와 0.51 를 각각 3층과 6층 구조물의 진동주기로 가정하 다. 산정

한 지진하 에 하여 보강방법은 그림 4에 도시하 다.

                   

           (a) Column jacketing + 유효 보 보강        (b) 철골기둥과 일반 가새/ 비좌굴 가새 보강

그림 4. 강 과 가새를 이용한 보강 방법

3.1 기둥의 강  보강

  콘크리트 기둥의 강성  연성을 증가시키기 해 그림 4(a)와 같이 기둥을 강 으로 감싸서 보강하 다. 

보강에 사용된 강 의 두께는 부재의 모멘트-축력 재분배를 고려한 CFT기둥으로 가정하고 단면 설계를 수

행하 다. 표 1은 각 기둥에 사용된 강 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보강된 기둥은 콘크리트 코어와 보강강 의 

재료 특성을 고려한 nonlinear fiber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그리고 강 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기둥

의 향상된 연성능력을 고려하기 하여 Susantha 등(2001)이 사각형 CFT 기둥에 하여 제안한 응력-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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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계식을 이용하 다.

표 1. Column jacketing 강  두께 (mm) 

3층 구조물 1F 2F 3F 6층 구조물 1～2F 3～4F 5～6F

내부 기둥 13Ta)/ 12Tb)  5T/  6T  5T/  5T 내부 기둥 30T/ 25T 10T/  9T  3T/  4T

외부 기둥  8T/  7T  6T/  6T  6T/  6T 외부 기둥 20T/ 17T  8T/  8T  3T/  4T

코  기둥  5T/  5T  3T/  3T  3T/  3T 코  기둥 10T/  9T  5T/  5T  2T/  3T

a) 유효보를 보강하지 않는 경우        b) 유효보를 보강한 경우

4.2 일반 가새와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보강

  가새를 이용하여 보강을 하기 하여 그림 4(b)와 같이 외주부의 내부 기둥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 다. 가

새가 설치된 경간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큰 축력이 발생하여 경우에 따라 기 를 보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하여 기존 콘크리트 기둥 에 철골기둥을 추가 으로 설치하 다. 보강설계 결과에 

따르면 3층 구조물의 경우 모든 면 단력을 가새가 부담하 기 때문에 기존 기둥에 한 추가 인 보강이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6층 구조물에서는 기존 기둥을 보강하지 않고 가새골조만으로 횡력에 항하기에는 

부재의 크기가 비효율 으로 커지기 때문에 기존 외주부 내부기둥을 보강하고 가새골조를 설치함으로써 효

과 으로 횡력에 한 항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설계된 가새골조와 콘크리트 기둥을 보강하기 하여 

필요한 보강재의 두께는 표 2～3과 같다. 

표 2. 설계된 가새 부재의 특성 (mm, kN)

  (a) 일반 가새의 크기와 강도 (mm, kN)              (b) 비좌굴 가새의 크기와 강도 (mm, kN)

3층 구조물 가새 부재 크기 좌굴강도 항복강도

1F 208×202×10×16  955.0 2163.0

2F 200×200× 8×12  699.8 1642.3

3F 175×175×7.5×11  434.6 1323.8

6층 구조물 가새 부재 크기 좌굴강도 항복강도

1～2F 300×300×10×15 2115.0 3096.8

3～4F 294×302×12×12 1830.8 2784.1

5～6F 208×202×10×16  699.8 1642.2

3층 구조물 BRB 부재 크기 항복강도

1F 125×125×6.5× 9  783.5

2F 100×100× 6× 8  566.1

3F  50× 50× 5× 7  241.7

6층 구조물 BRB 부재 크기 항복강도

1～2F 208×202×10×16 2163.0

3～4F 200×200× 8×12 1642.3

5～6F 125×125×6.5× 9  783.5
  

      

표 3. 철골기둥의 크기 (mm, kN)

  (a) 일반 가새골조                                     (b) 비좌굴 가새골조

3층
구조물

철골기둥 
부재크기

탄    성
단면계수

Jacketing

1～3F 208×202×10×16 628×103 -

6층
구조물

철골기둥 
부재크기

탄    성
단면계수

Jacketing

1～2F 300×300×10×15 1,360×103 13T

3～4F 294×302×12×12 1,150×103  4T

5～6F 208×202×10×16   628×10
3
 1T

3층
구조물

철골기둥
부재크기

탄    성
단면계수

Jacketing

1～3F 250×250× 9×14 867×103 -

6층
구조물

철골기둥
부재크기

탄    성
단면계수

Jacketing

1～2F 208×202×10×16 628×103 14T

3～4F 200×200× 8×12 472×103  4T

5～6F 125×125×6.5× 9 136×10
3

 2T

4.3 강 을 이용한 슬래 의 보강

  앞서 언 한 보강방법에 하여 각각 슬래 를 보강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하여 비교하 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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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의 펀칭 단 괴 험단면 주 를 1T의 강 으로 보강할 경우 제 구조물의 단내력비가 각각 0.26(3

층), 0.22(6층)로 낮아져 펀칭에 한 항력이 증가하여 단 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유효 보 폭 내에서 슬

래  보강을 한 양단부의 부모멘트와 앙부의 정모멘트를 고려하여 보강재의 두께를 산정하 다(표 4).

표 4. 유효보의 보강 강 두께(mm)

3층 구조물 Column jacketing 가새 골조 설치

1～3F
부 모멘트 정 모멘트 부 모멘트 정 모멘트

2T 1T 1T 1T

6층 구조물 Column jacketing 가새 골조 설치

1～6F
부 모멘트 정 모멘트 부 모멘트 정 모멘트

5T 2T 1T 1T

5. 비선형 정  해석

  보강 후의 구조물의 비선형 정 해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보강되지 않은 구조물은 행 설계기

(KBC 2005)의 설계 면 단력을 만족하지 못하며, 보강한 구조물에 비하여 조기에 펀칭 단 괴가 발생하

다. 반면 앞서 언 한 방법으로 보강한 구조물의 강성은 150～412% (3층), 145～456% (6층) 증가하 고 한 

강도도  215～276% (3층), 173～313% (6층) 증가하 다. 이들  일반 가새를 설치한 경우 강성과 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 지만, 구조물의 괴상태를 고려한 연성능력은 비좌굴 가새를 설치한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히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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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보강된 구조물과 보강된 구조물의 비선형 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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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활용의 가변성과 시공성이 우수하여 최근 공동주택의 구조시스템으로 심이 증가되고 

있는 무량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방법에 하여 가새와 강 을 이용한 보강방법에 하여 비선형 정 해

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 다.

  력하 만을 고려한 층 무량  구조물은 횡하 에 한 항성능이 취약하여 조기에 합부의 펀칭 

단 괴로 인하여 취성 으로 거동하 다. 주어진 지진하 에 하여 기존 구조체를 보강하기 하여 기존 철

근콘크리트 기둥을 강 으로 감싸는 방법, 일반 가새를 설치한 경우와 비좌굴 가새를 설치한 경우에 한 성

능을 비교하면, 동일한 하 조건임에도 일반 가새를 설치한 경우는 강성과 강도가 크게 증가하 지만 연성능

력은 비좌굴 가새골조를 설치한 경우가 가장 컸다. 기둥과 슬래 의 취약단면을 강 으로 보강할 경우 가새로 

보강한 경우와 유사한 강도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어진 구조물의 취약한 부분이 과도

한 변형인가 는 낮은 하 항능력인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들  취약요소에 한 안을 선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구조물에 한 정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

기 때문에 추후에 다양한 구조물과 비선형 동 해석을 통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의 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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