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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에 한 건축물의 확률  성능평가에 해서는 지진하 에 한 건축물의 손상확률 는 괴확률

을 나타내는 지진취약도 함수를 작성하여 상 건축물에 한 지진 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

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 과 구조물 재료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상 건축물의 지진취약도 해석을 통하여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른 건축물의 지진거동  내진성

능을 평가하 다. 비내력벽을 보편화된 모형화 방법인 등가의 각 압축 스트럿으로 고려하여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른 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모형화하 으며 지진하 의 강도는 유효최 지반가속도를 이용

하여 각 건축물에 하여 지진취약도를 작성하 다. 취약도해석 결과로 연약층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경

우는 손상확률이 골조만 있는 경우보다 크며 동일한 해석모델의 경우에도 해석방법에 따라서 취약도 곡선

의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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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상되는 지진하 에 하여 목표된 내진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한다. 그러나 

지진하 은 동 하 으로 일반 인 하 과는 달리 그 발생빈도와 규모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진하 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 한 구조물의 재료특성, 부재설계 등에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

다. 그러므로 상 건축물의 지진응답이나 내진성능을 확정하여 측할 수 없으며 이에 한 검증을 하여 

확률  근법이 필요하다. 지진에 한 건축물의 확률  성능평가에 해서는 지진하 에 한 건축물의 손

상확률 는 괴확률을 나타내는 지진취약도 함수를 작성하여 상 건축물에 한 지진 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 빌라형 주택은 건축 인 요구를 하여 층부에 필로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조물의 상층부의 비내력벽에 의하여 층에 연약층을 유발하고 따라서 지진에 매우 취약하

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에 구조설계시 건물의 모형화에서 비내력벽은 비구조체로 구조물의 거동에 유리하

게 작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하에 무시된다. 그러므로 설계단계에서 무시되는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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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진거동의 차이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 과 구조물의 재료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상 건축물의 지진취약도 해석을 

통하여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른 건축물의 지진거동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보편화된 모형화 방법인 

등가의 각 압축 스트럿(equivalent diagonal strut)으로 비내력벽을 고려하여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른 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모형화하 으며 지진하 의 강도는 유효최 지반가속도(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EPA)를 이용하여 각 건축물에 하여 지진취약도를 작성하 다. 

2. RC모멘트 항골조의 취약도 함수

2.1. 손상지수 정의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있어서 요한 은 지진하 의 강도, 구조물의 응답  손상 수 을 산정할 때 

일 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 지진하 의 강도는 유효최 지반가속도(EPA)를 

사용하고 구조물의 손상지수로는 최 층간변 률(Maximum Inter-story Drift)을 용하여 비선형해석을 수

행하 다. 표 1은 FEMA-356에서 제시하는 구조물의 성능수 을 나타낸다.

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Damage Levels Collapse Prevention Life Safety Immediate Occupancy

Concrete Frames 4.0% 2.0% 1.0%

Unreinforced Masonry 

Infill Walls
0.6% 0.5% 0.1%

표 1 구조물의 성능수 (FEMA-356, 2000)

2.2. 취약도 함수 작성 방법

취약도 함수를 작성하기 하여 지진강도를 나타내는 지진강도 지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운동의 크기

를 나타낼 수 있는 최 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구조물의 고유주기 특성이 반 된 응

답 특성을 보여주는 스펙트럼 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 Sa), 스펙트럼 변 (Spectral Displacement, Sd)

가 많이 사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가속도의 종류로 유효최 지반가속도(EPA)를 사용하 다. 유효

최 지반가속도를 지표로 용하면 지진하 의 수 과 구조물의 응답의 계를 직 으로 단할 수 있어

서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제구조물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만 고려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평균값이 공칭강도의 1.14배, 변동계수 0.14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

다. 표 2는 공칭강도의 1.14배, 변동계수 0.14의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10개의 난수를 생성하고 그에 응하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1 2 3 4 5 6 7 8 9 10

난수 1.09 0.98 1.34 1.02 1.08 0.89 0.93 1.28 1.24 1.22 

압축강도 2.62 2.35 3.22 2.45 2.59 2.14 2.23 3.07 2.98 2.93

탄성계수 2426.0 2300.0 2690.0 2347.0 2415.0 2192.0 2241.0 2629.0 2588.0 2567.0

표 2 콘크리트 압축강도  탄성계수(k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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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구조물  지진하

3.1. 설계조건  해석모델

제구조물은 5층 RC모멘트 항골조로 평면  입면은 그림 1과 같다. 고정하 과 재하 은 5.5kN/m
2
, 

2.5kN/m2를 용하 다. 풍하 과 지진하 은 UBC-97을 따르며 지진하 의 산정은 지진구역 2B, 지반종류 

SB, 요도계수 1.0, 구조시스템은 간모멘트 항골조로 가정하 다. 해석은 DRAIN-2DX를 용하 으며 

해석모델은 외부골조와 내부골조를 강체요소로 연결한 등가의 2차원 골조로 비내력벽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을 BF Model(Bare Frame Model), 비내력벽을 고려하여 연약층이 있는 모델을 SS Model(Soft Story 

Model)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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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구조물의 평면                 (b) 제구조물의 입면

그림 1 제구조물 평면  입면

3.2. 지진하

미국, 국내 내진설계기 (UBC, IBC, KBC)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Newmark & Hall의 탄성설계응답스펙트

럼의 원리로 작성되었다. 설계기 의 설계응답스펙트럼은 표 3에서 5% 탄성설계응답스펙트럼의 Median+1σ

와 응된다. 그러므로 취약도함수를 작성하기 하여 사용되는 지진하 을 조정하는 기 은 Median+1σ가 

아니라 Median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단된다. 그림 2(a)는 Median+1σ와 Median 설계스펙트럼을 보

여주며 2(b)는 비선형시간이력해석에 사용한 지진하 의 가속도스펙트럼을 나타낸다.

Damping, 

(%)

Median (50th percentile) One Sigma (84.1th percentile)

     
1 3.21 2.31 1.82 4.38 3.38 2.73

2 2.74 2.03 1.63 3.66 2.92 2.42

5 2.12 1.65 1.39 2.71 2.30 2.01

10 1.64 1.37 1.20 1.99 1.84 1.69

20 1.17 1.08 1.01 1.26 1.37 1.38

표 3 증폭계수: 탄성설계스펙트럼

         (a) 설계응답스펙트럼                 (b) 조정된 가속도응답스펙트럼

그림 2 가속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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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도를 이용한 RC모멘트 항골조의 내진성능평가

4.1. 비선형시간이력해석 결과

지진하 의 크기를 차 으로 증가시켜 비선형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각 경우의 최 층간변 를 산정

하여 손상확률을 평가하 다. 그림 3에서 보면 BF 모델보다 SS 모델이 동일한 수 의 지진하 에서 손상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F Model                                   (b) SS Model

그림 3 취약도함수(비선형시간이력해석)

        

4.2. 비선형정 해석 결과

비선형정 해석을 수행한 후 지진하 의 크기를 단계 으로 증가시켜 성능 을 구하고 그 때의 최 층간

변 를 산정하여 손상확률을 평가하 다. 그림 3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약층이 있는 구조물의 경우에 일반

인 골조보다 손상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울기 한 크게 나타난다. 

                  (a) BF Model                                  (b) SS Model

그림 4 취약도함수(비선형정 해석)

   

5. 결론

비내력벽의 유무에 따른 층 RC구조물의 취약도함수를 산정한 결과, 연약층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손

상확률이 골조만 있는 경우보다 크며 해석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취약도함수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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