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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외 많은 지진피해 사례들로부터 비구조요소의 손상 및 파괴가 

다수 관측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 기능적 손실로 인

해,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비구조요

소는 건물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연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설계지진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과도한 내진설계는 

비구조요소 자체의 기능 및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

구조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비구조요소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구조요소는 건물의 바닥이나 벽체에 부착되어있으며, 그

로 인해 실제 지진 내습 시 기반암 운동이 표토층의 탁월주기를 중심으로 증

폭되어 생성된 지표면 자유장 운동이 구조물의 고유주기 및 동특성에 따라 

증폭되어 건물의 바닥운동으로 변환되고(층증폭), 이 바닥운동이 다시 비

구조요소의 고유주기 및 동특성에 따라 증폭(비구조요소 증폭)되는 메커니

즘을 통해 비구조요소에 지진력이 작용하게 된다[2]. 따라서, 비구조요소

는 이러한 3중의 증폭과정을 통해 지진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국내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지진에서 관측되었듯이 구조물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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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낮은 강도의 지진에 의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법으

로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몰라도 쉽게 산정 가능한 등가정적법과 구조물의 

동적해석을 활용하는 동적해석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방법 모두 위의 메

커니즘에 기반하여 구조물의 바닥가속도에 비구조요소 증폭항을 곱한다. 

비구조요소 증폭항은 비구조요소의 동적증폭을 반영하는 비구조요소 증폭

계수(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p)와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을 

반영하는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component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p)로 구성되며, 현행 기준에서는 비구조요소의 종류에 따라 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구조요소 설계지진력은 지진동 입력특성부터 구

조물과 비구조요소의 동특성, 시스템의 항복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아 복잡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설계계수의 값들

은 이를 제대로 반영치 않고 대부분 경험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적, 실험

적 근거에 의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비구조요소 증폭계

수의 경우, 동적해석법 중 층응답스펙트럼법을 통해 비교적 정해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구조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시스템만

의 동적해석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구조요소와 구조시스템 사이

에 작용하는 상호작용 효과(coupled effect)를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구조요소와 구조시스템 각각을 단자유도로 가

정한 2자유도 결합시스템에 대해 선형 ․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주요 동특성이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건

축물 내진설계기준의 비구조요소 증폭계수(ap)와 반응수정계수(Rp)를 평

가하였다.

2. 현행 기준 및 선행연구 분석

2.1 현행 기준의 비구조요소 수평설계지진력

현재 국내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구조요

소의 설계지진력 산정법은 미국의 ASCE 7-16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등가

정적법과 동적해석법을 제안하고 있다. 비구조요소의 등가정적 수평설계

지진력은 구조물이 설계되는 지반조건과 비구조요소의 종류 및 설치되는 

층의 높이만 알면 쉽게 산정할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식 

(1)과 같다[3, 4].





 


 



  (1)

여기서,   = 비구조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수평설계지진력, 


 = 단

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비구조요소가 부착

된 높이,  =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지붕층의 평균높이, ap = 비구조요소 

증폭계수 (1.0 또는 2.5), Rp = 비구조요소의 반응수정계수 (1.0~12.0),   

= 비구조요소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중량,   =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를 

의미한다. 비구조요소 증폭계수는 고유주기가 0.06초보다 짧은 비구조요소

에 대해 강체요소로, 그보다 긴 것은 유연한 요소로 분류하여 각각 1.0, 2.5

로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설계 시 비구조요소의 주기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

이기 때문에 비구조요소 종류에 따라 1.0 혹은 2.5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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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1)을 식 (2)와 같이 나타내면 현행 기준식에 반영된 비구조요소 지진

력 증폭메커니즘 구조가 더 분명해진다. 여기서, PGA는 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FA는 건물의 최대층바닥가속도(peak floor 

acceleration), PCA는 비구조요소의 최대가속도(peak component accelera-

tion)를 의미한다. 


는 설계응답스펙트럼 상의 영주기가속도, 즉 최대

지반가속도와 같으며, (1+2z/h)는 층증폭항으로 건물의 높이에 따라 PFA

가 PGA 대비 최대 3배까지 선형으로 증폭되도록 하고 있다. (ap /Rp)는 비

구조요소 증폭항으로 비구조요소의 동적거동에 의한 가속도 증폭과 비구

조요소의 비탄성거동으로 인한 가속도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등가정적법의 층증폭항은 건물의 비정형성에 의한 비틀림 증폭, 비탄성

거동에 의한 층가속도 감소, 그리고 고층 건물의 고차모드에 의한 영향을 반

영하지 못한다[5]. 동적해석법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동적해석

을 통해 식 (3)과 같이 를 산정한다.










  ×



×

 ×



×

(3)

여기서,   = 구조물의 동적해석을 통해 얻은 건물 i층의 최대층응답가속도, 

  = 비틀림 증폭계수를 의미한다. ap는 등가정적법과 동일하게 산정하거

나 동적해석법 중 층응답스펙트럼법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층응답스펙트럼법은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은 구조물의 층바닥가

속도를 비구조요소의 입력가속도로 사용하여 수행한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최대가속도, 즉 PCA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구

조물-비구조요소의 결합시스템의 수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두 요소를 분리

한 순차(cascade) 방식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구조요소와 

건물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ASCE 7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구조요소 수평설계지진력 산정법은 

UBC 1961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것으로 [6], 그 방식은 지진력 증폭메커니

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을 제

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설계계

수인 비구조요소 증폭계수(ap) 및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Rp)의 값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요소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구조물-비구조요소 결합시스템을 이상화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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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선형·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해 ap

와 Rp를 평가하여 추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분석

비구조요소의 설계지진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Jun et al.[5], Anajafi and Medina[7], Miranda et al.[8], Petrone 

et al.[9]은 2차원 및 3차원 구조모델의 동적해석 및 실제 지진으로부터 계

측된 건물의 가속도기록을 활용하여 현행 ASCE 7의 등가정적하중이 한

계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ASCE 7-16의 층증폭항(1+2z/h)은 구조물의 고

차모드, 비틀림, 비탄성거동의 영향을 반영치 못하며, ap = 2.5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공진 시 발생하는 동적 증폭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Petrone et al.[9], Singh et al.[10, 11], Calvi and Sullivan[12], Wieser 

et al.[13]은 이러한 ASCE 7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공진 시의 보수성을 확

보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층응답스

펙트럼을 포락하도록 설계식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구조물과 비구

조요소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Suarez and Singh[14], Gupta[15]는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여 비구

조요소의 설계지진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각각 모드합성법(modal syn-

thesis method) 및 전달함수(transfer function)를 제안하였으나 이들은 모

두 시스템을 선형탄성으로 가정하였으며, Lin and Mahin[16], Lima and 

Martinelli[17], Adam and Furtmuller[18]는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여 

구조물 비탄성거동이 비구조요소의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듯,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상호작용 효과 및 각각의 비탄성거동을 

모두 반영하여 수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Villaverde[19]는 이를 모두 반

영하는 설계법을 제안하였으나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 반영 시 Newmark 

and Hall[20]이 지반 운동의 영향을 받는 단자유도 탄소성모델에 대해 제

안한 반응수정계수-연성능력 관계를 사용하였다. 비구조요소는 지반 운동

이 아닌 건물에 의해 한 번 더 증폭되어 주파수 성분이 협대역인 건물의 바

닥 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비구조요소 간의 상호작용 및 각 요소의 

비탄성거동을 모두 반영하는 해석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ap와 Rp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3. 구조물-비구조요소 결합시스템 모델링 및 수치

해석

3.1 운동방정식 유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여 

설계계수를 평가하기 위해 Fig. 1에 도식화한 이상화된 구조물-비구조요소 

2자유도 모델을 수립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의 운동방

정식은 식 (4)와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지구조물과 비구조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두 시스템의 동특성 및 비탄성거동까지 모두 고려하는 연구

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2자유도 모델은 이를 모두 반영하며 지

지구조물을 단자유도로 고려하여 해석적으로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채택하였다.











 










 


(4)






 





(5)

여기서, , ,  는 구조물의 질량, 감쇠계수, 복원력을 의미하고,  ,  , 

는 비구조요소의 질량, 감쇠계수, 복원력을 의미한다.  는 구조물의 초

기강성 , 지반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 변위 , 항복하중 에 대한 함수이

며, 는 비구조요소 초기강성  , 구조물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상대 변위 


 

, 항복하중 에 대한 함수이다. 복원력에 대한 비탄성모델

로는 완전탄소성(Elasto-Perfectly Plastic)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물

과 비구조요소의 항복하중 와 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복원력이 

모두 선형탄성인 대응선형계의 최대 복원력(각각 , )에서 각각의 반

응수정계수 R과 Rp로 저감시켜 산정하였다(식 (5)).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복원력이 모두 선형인 경우(탄성-

탄성, E-E system), 구조물만 비탄성인 경우(비탄성-탄성, EP-E system), 

비구조요소만 비탄성인 경우(탄성-비탄성, E-EP system), 총 3가지 시스

템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ap와 Rp를 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두 비탄성인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3.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 Newmark-β 선형가속도법(  , 

 )과 Newton-Raphson 반복법에 의해 식 (4)의 비선형 운동방정식

Fig. 1. Coupled structure-nonstructural component 2-D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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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치적분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감쇠비()는 5%로 고정하고, 비구조요소와 구

조물의 질량비(mp/m), 구조물의 주기(T1), 반응수정계수(R), 비구조요소

의 주기(Tp), 감쇠비(), 반응수정계수(Rp)를 변수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구조물의 주기와 감쇠비, 비구조요소의 주기와 감쇠비는 식 (6)과 같

이 표현된다.








,  



, 







,  



(6)

구조물의 바닥가속도( )와 비구조요소 가속도(


)는 각각 구조

물과 비구조요소의 절대가속도로,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와 에 지반가

속도 를 더하여 얻을 수 있으며(식 (7)), 최대층응답가속도(peak floor 

acceleration, PFA)와 최대비구조요소응답가속도(peak component ac-

celeration, PCA)는 각각 와 


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7)

3.3 입력지진

본 연구에서는 SAC 지진데이터 가운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관측된 재현주기 500년 수준(DBE Level)의 20개의 지진기록(LA01~ 

LA20)를 입력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지진지록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22]. Fig. 2에는 각 지진기록들에 대해 5% 감쇠비를 적용하여 

작성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과 그 평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구조물-비

구조요소 결합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증폭계수(ap) 및 

반응수정계수(Rp)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 설계계수들은 무차원 변

수로 수치해석 결과를 정규화하여 얻기 때문에 입력 지진에 대한 별도의 스

케일링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결과는 모두 이 20개

의 입력지진으로부터 얻은 결과에 대한 앙상블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4. 구조물-비구조요소 상호작용 효과 분석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주요 동특성이 PCA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23-25], 일반적인 층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한 해

석 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PCA의 크기는 구조물의 PFA가 클수

록,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작을수록 커지며,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주기

가 근접, 즉 공진 시에 굉장히 큰 값을 가진다. 구조물의 비탄성거동 시에는 

PFA 감소로 인해 PCA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층

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PCA 응답을 구

조물-비구조요소 결합모델을 통해 평가하고 두 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PCA

에 미치는 영향을 층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한 PCA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

였다.

4.1 운동방정식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법 평가

층응답스펙트럼법은 구조물의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은 층응답가속

도( )를 비구조요소의 입력지진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단자유도 해

Table 1. Information of ground motions records selected

Design-

ation
Record Information* Mw

Epicentral

Distance (km)

PGA

(g)

Design-

ation
Record Information Mw

Epicentral

Distance (km)

PGA

(g)

LA01 fn Imperial Valley, 1940, El Centro 6.9 10.0 0.46 LA11 Loma Prieta, 1989, Gilroy 7.0 12.4 0.67

LA02 fp Imperial Valley, 1940, El Centro 6.9 10.0 0.68 LA12 Loma Prieta, 1989, Gilroy 7.0 12.4 0.97

LA03 fn Imperial Valley, 1979, Array #05 6.5 4.1 0.39 LA13 Northridge, 1994, Newhall 6.7 6.7 0.68

LA04 fp Imperial Valley, 1979, Array #05 6.5 4.1 0.49 LA14 Northridge, 1994, Newhall 6.7 6.7 0.66

LA05 fn Imperial Valley, 1979, Array #06 6.5 1.2 0.30 LA15 Northridge, 1994, Rinaldi RS 6.7 7.5 0.53

LA06 fp Imperial Valley, 1979, Array #06 6.5 1.2 0.23 LA16 Northridge, 1994, Rinaldi RS 6.7 7.5 0.58

LA07 fn Landers, 1992, Barstow 7.3 36.0 0.42 LA17 Northridge, 1994, Sylmar 6.7 6.4 0.57

LA08 fp Landers, 1992, Barstow 7.3 36.0 0.43 LA18 Northridge, 1994, Sylmar 6.7 6.4 0.82

LA09 fn Landers, 1992, Yermo 7.3 25.0 0.52 LA19 North Palm Springs, 1986 6.0 6.7 1.02

LA10 fp Landers, 1992, Yermo 7.3 25.0 0.36 LA20 North Palm Springs, 1986 6.0 6.7 0.99

* Record information specify (1) direction of ground motion (fn : fault normal / fp : fault parallel), (2) earthquake name, (3) the year of occurrence of the 

corresponding earthquake, (4) station name.

Fig. 2. Normalized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ground motions 

(5% d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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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응답가속도(


)를 산정한다. 구조물을 단자유

도로 고려한 층응답스펙트럼법은 식 (8)과 같이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

층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한 구조물, 비구조요소의 응답을 구조물-비구조

요소 결합시스템과 비교하기 위해 결합시스템의 운동방정식(식 (4))를 식 

(7)을 활용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식 (8)과 식 (9)를 비교하면 구조물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르지만 비구

조요소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에 대한 운동방

정식을 살펴보면, 결합시스템은 비구조요소의 응답에 의한 피드백을 반영

하여 구조물의 바닥가속도를 산정하는 반면, 층응답스펙트럼법은 이를 반

영하지 못 하는 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즉, 식 (9)의 첫째 줄 우변 괄호 내 

2번째 항에서 보듯이 층응답스펙트럼법에 의해 산정된 비구조요소 설계지

진력의 정확성은 비구조요소의 동적거동(


)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

으며, 비구조요소의 거동이 미치는 영향은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량비

(mp/m)의 크기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수치해

석 결과에서 자세히 다룬다.

4.2 주요 동특성이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 효과가 비구조요소에 작

용하는 지진력, 즉 최대비구조요소가속도(PC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비구조요소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주요 동특성이 상호

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상호작용 효과가 PCA에 미치는 영향

은 결합시스템에서 얻은 최대비구조요소가속도(PCAcoupled)를 층응답스펙

트럼법을 통해 얻은 최대비구조요소가속도(PCAFRS)로 정규화하여 알 수 

있다. 본 절에서 모든 해석결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나타내었다.

4.2.1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량비 및 주기의 영향

Fig. 3은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량비(mp/m)가 상호작용 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비구조요소 상호작용 효과 반영시 

PCA는 층응답스펙트럼법해석 대비 감소하며(PCAcoupled/PCAFRS < 1), 이

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공진(Tp/T1 = 1) 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mp/m가 커짐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더 

증대되어 층응답스펙트럼법 대비 PCA가 감소되는 정도가 더 커졌으며, 

PCA가 감소되는 주기비 대역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감쇠비(  = 2%)를 고려 시, 질량비가 10%(mp/m =10%)인 

비구조요소의 PCAcoupled는 층응답스펙트럼법(PCAFRS) 대비 약 3배 낮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b)). 따라서, 현행 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분류가 구조물과의 질량비(mp/m≤33%)에 의해 결정된다

는 점과 위와 같이 질량비 증가에 따른 PCA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경우에 

따라 층응답스펙트럼법은 비구조요소의 응답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할 우려가 있다.

Fig. 4는 탄성-탄성시스템, 비탄성-탄성 시스템, 탄성-비탄성 시스템에

서 구조물의 주기(T1)가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값을 채택하여 구조물의 주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이는 일반적인 건축 구조물의 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값들로 채택하였

다. 3가지 시스템 모두 구조물과의 공진대역에서 구조물-비구조요소 상호

작용이 크게 나타났으며, PCA의 감소량에 구조물의 고유주기(T1)이 미치

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비구조요소 감쇠비의 영향

Fig. 5는 비구조요소의 감쇠비( )가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 2%에서 10%로 증가하면, Tp/T1 = 1 부근에서 PCAcoupled/ 

PCAFRS가 질량비가 1%, 10% 일 때 각각 0.79에서 0.92, 0.34에서 0.5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 (9)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구조요소의 감

쇠비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의 영향에 의해 상호작용 효과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주기비대역은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a) E-E system, mp / m = 1%,   = 2%

(b) E-E system, mp / m = 10%,   = 2%

Fig. 3. Effect of mass ratio of NSC to structure on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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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의 영향

Fig. 6은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이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탄성-탄성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Tp/T1 = 1일 때 PCAcoupled/ 

PCAFRS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R 값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줄어들었

다. 또한, 항복에 의한 구조물의 주기 증가 영향으로 인해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이 커질수록 상호작용에 의한 PCA 감소 대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이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영향은 다른 동특성과는 다르게 비구조요소의 감쇠비

와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인 경우, 질량비가 10%일 때 

(a) E-E system, T1 = 1.0 s, mp / m = 1%

(b) E-E system, T1 = 1.5 s, mp / m = 10%

Fig. 5. Effect of damping ratio of NSC on coupled behavior

(a) EP-E system, T1 = 1.5 s, mp / m = 10%,   = 2%

(b) EP-E system, T1 = 2.0 s, mp / m = 10%,   = 10%

Fig. 6. Effect of structural yielding on coupled behavior

(a) E-E system, mp / m = 10%,   = 10%

(b) EP-E system (R = 8), mp / m = 10%,   = 10%

(c) E-EP system (Rp = 6), mp / m = 10%,   = 5%

Fig. 4. Effect of period of structure on coupl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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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값이 1에서 6으로 증가함에 따라 Tp/T1 = 1에서 PCAcoupled는 PCAFRS의 

34~36% 범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Fig. 7(a)). 그러나   = 10%인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에 대해 Rp 값이 증가함에 따라 PCAcoupled/ 

PCAFRS가 증가하였고, 10% 질량비를 가질 때 Rp = 6 수준의 비탄성거동을 

통해 공진대역에서 탄성시스템(Rp = 1)보다 0.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7(b)). 이는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10% 수준으로 큰 경우에만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해 상호작용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

다. Watkins et al.[26]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093개의 비구조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쇠비의 최솟값은 0.67%, 최대값은 4.9%, 평균

은 2.1%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비구조

요소의 비탄성거동이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PCA 감소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계수 평가

현행 기준에서 비구조요소 가속도증폭계수(ap)와 비구조요소 반응수정

계수(Rp)는 비구조요소 설계지진력 산정 시 구조물의 바닥가속도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증폭을 고려하는 주요 설계계수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지진력 산정 시 구조물의 동적거동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동적증

폭은 ap를 곱하는 것으로,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가속도 감소는 

구조물의 R factor 설계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Rp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

를 반영하고 있다(식 (1-3)). 본 장에서는 ap와 Rp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5.1 비구조요소 증폭계수(ap) 평가

현행 기준의 ap를 Rp와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비구조

요소를 탄성(Rp = 1)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은 탄성/비

탄성으로 설정하여 구조물의 항복이 a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질량비(mp/m)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탄성-탄성 시스템과 비탄성-탄성 시스

템에서 질량비(즉, 상호작용)가 a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p는 PCA

를 PFA로 정규화하여 산정하였다.

Figs. 8, 9는 각각 탄성-탄성, 비탄성-탄성 시스템에서의 ap를 비구조요

소와 구조물의 주기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p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가 

서로 공진할 때(Tp/T1 ≈ 1)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Tp가 0에 가까워지면 별

도의 동적 증폭 없이 비구조요소가 강체처럼 구조물과 함께 거동하기 때문

에 1로 수렴하였다. 또한,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량비가 커질수록 상호

작용 효과를 통한 PCA 감소로 인해 구조물과의 공진 시 증폭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s. 8 및 9(a)).

Fig. 8은 탄성-탄성 시스템에서 구조물의 주기와 비구조요소와 구조물

의 질량비가 ap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탄성-탄성시스템에서 ap는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량비에 의한 영향을 받을 뿐 구조물의 고유주기

의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 4(a)에서도 언급되었듯

이 구조물의 주기의 변화가 상호작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구조물의 비탄성거동 시 항복하면서 발생하는 주기 증가로 인

해 비탄성-탄성 시스템에서는 Tp/T1 > 1인 구간에서 T1에 따라 ap가 다르게 

나타났다(Fig. 9(b)). 특히, T1이 작을수록 이 구간에서 ap 값이 더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비탄성거동 시 발현되는 연성능력이 클수록 항복으로 인한 주

기증가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27]. Table 2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T1에 따라 구조물의 비탄성거동 시 요구되는 연성능력을 20개의 지

진기록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비탄성-탄성 시스템에서 구

조물의 최대 변위를 항복 변위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

듯이 구조물의 주기가 작아질수록 요구되는 연성능력이 대폭적으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은 구조물의 비탄성거동 수준이 PCA 및 ap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고 있다. Fig. 10(a)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의 반응수정계수(R)이 증

가함에 따라 최종적인 PCA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Fig. 10(b)에서 볼 수 있

(a) E-EP system, T1 = 1.5 s, mp / m = 10%,   = 2%

(b) E-EP system, T1 = 1.5 s, mp / m = 10%,   = 10%

Fig. 7. Effect of yielding of NSC on coupled behavior

Fig. 8. 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p) in E-E system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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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구조물과의 공진 시의 ap 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구조물 비탄성

거동의 증대(Table 2)로 인해 구조물의 주기증가 효과가 커져 증폭대역만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조물 비탄성거동은 비구조요소의 

거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건물의 PFA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FA 및 PCA 감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Fig. 11에 비탄성-탄성시스템의 PCA(PCAEP-E)

를 탄성-탄성 시스템의 PCA(PCAE-E)로 정규화하여 산정한 구조물의 비탄

성거동에 의한 PCA 감소량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

비구조요소 공진 시 PCA는 R = 3, 5, 8 수준의 구조물 비탄성거동에 의해 

탄성구조물 대비 각각 0.43, 0.27, 0.19배 정도로 PFA(Tp ≈0 일 때 PCA)

의 감소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며, 나머지 주기비 대역에서는 PCA의 

감소가 PFA의 감소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2, 5, 10% 일 때 비구조요소와 구조물

의 질량비에 따라 구조물과 공진 시의 ap 값을 나타낸 것이며, 구조물의 주

기(T1)가 0.2, 0.5, 1.0, 1.5, 2.0일 때의 값(연한 선)과 이에 대한 평균값(진

한 선)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감쇠비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는 다르

지만 앞서 Fig. 3에서 언급되었듯이 질량비 증가에 따른 공진 시의 PCA 감

소로 인해 ap가 감소하였다.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클수록 PCA가 줄어들

어 공진 시 ap가 작아졌으며, mp/m = 0.1%일 때   = 2, 5, 10%에 대해 각각 

평균 ap의 값이 7.6, 5.0, 3.3였다. Fig. 5에서 확인하였듯이 감쇠비가 클수

록 상호작용 효과가 줄어들어 질량비가 커짐에 따라 ap가 감소하는 기울기

(a) Effect of mass ratio of NSC to structure (T1 = 1.5 s, R = 5,   = 2%)

(b) Effect of fundamental period of structure (R = 8, mp / m = 0.1%,   = 2%)

Fig. 9. 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p) in EP-E system

Table 2. Required ductility depending upon seismic force reduction

Nonlinearity
Period of structure, T1

0.2 s 0.5 s 1.0 s 1.5 s 2.0 s

R = 3 11.0 4.5 3.4 3.7 3.1

R = 5 30.5 9.8 6.8 6.5 6.0

R = 8 70.2 18.9 11.9 10.7 10.0

(a) PCA spectra according to changes in level of inelastic behavior of 

structure (T1 = 1.0 s, mp / m = 0.1%,   = 2%)

(b) Effect of inelasticity of structure on 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p) 

(T1 = 1.0 s, mp / m = 0.1%,   = 2%)

Fig. 10. Effect of inelastic behavior of structure on PFA, PCA, and 

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p)

Fig. 11. PCA decreasing ratio due to inelastic behavior of structure 

(mp / m = 0.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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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들었다. 비구조요소 감쇠비가 2, 5, 10%에 대해 각각 질량비가 

16.9%, 14.5%, 8.2% 일 때 현행 기준의 비구조요소 증폭계수(ap = 2.5)와 

유사한 정도의 증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에서는 주기(Tp)가 0.06초보다 짧은 비구조요소는 강체 요소

로, 그보다 긴 비구조요소는 유연한 요소로 분류하여 ap를 각각 1.0과 2.5로 

제안하고 있다. 본 절의 분석 결과, 비구조요소의 고유주기가 구조물과의 

공진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비탄성거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물에 설치

되는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ap = 2.5가 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나, 구조

물의 비탄성거동으로 인한 ap 증폭대역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고유주기가 구조물과의 공진대역에 속하는 비구조요소의 ap 

값은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비구조요소

의 감쇠비와 질량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요소의 감쇠비

가 5% 미만임을 고려했을 때, 현행 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로 분류되는 구

조물 질량의 15% 미만의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속

도증폭계수(ap = 2.5)가 실제 가속도증폭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5.2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Rp) 평가

현행 기준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비선형거동을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

수(Rp) 반영하고 있다. 실제 많은 부분 비구조요소에게 할당된 Rp는 경험적

으로 제시된 수치이므로 일반적인 비구조요소가 해당 Rp에 해당하는 응답

감소에 도달하는데 요구되는 연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상황이다. 또한, 비구조요소가 보유한 비탄성거동 수준만큼 PCA, 즉 

비구조요소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감소하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이 PCA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와 대응되는 요

구 연성도를 산정해 해당 Rp의 적합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5.2.1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CA 감소비

Fig. 13는 Rp가 3, 6인 경우에 대해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CA 감소비를 Tp/T1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이는 탄성-비탄성 시스템에서

의 PCA(PCAE-EP)를 탄성-탄성 시스템의 PCA(PCAE-E)로 정규화하여 산

정하였다. PCAE-EP/PCAE-E가 작을수록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CA 감소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PCAE-EP/PCAE-E는 Tp/T1 = 1을 기준

으로 경향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CA 감소량은 비구조요소의 주기(Tp)가 구조물의 주기(T1)에 근접할수록 

증가하였으며, Tp가 T1에 비해 작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PCA의 감소는 구조물의 주기(T1)와 

질량비(mp/m)의 영향보다는 비구조요소의 감쇠비()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13(a-c)). 가 커질수록 PCA 감소량이 줄어드는 것이 확

인되었으나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감쇠비인   = 2%를 적용했을 때 Tp/T1 

Fig. 12. Component amplification factor at tuning (Tp = T1)

(a) Effect of inelasticity of NSC and period ratio of NSC to structure (mp / m = 

0.1%,   = 2%)

(b) Effect of mass ratio of NSC to structure (Rp = 6, T1 = 2.0 s,   = 2%)

(c) Effect of damping ratio of NSC (Rp = 6, T1 = 2.0 s, mp / m = 0.1%)

Fig. 13. PCA decreasing ratio due to inelastic behavior of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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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PCAE-EP/PCAE-E는 1/Rp에 수렴하였으며, Watkins et al.[26]이 조

사한 최댓값   = 5%를 적용하여도 1/Rp에 가까웠다(Fig. 13(c)).

해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Rp의 적용에 따른 PCA의 감소는 주로 장주

기 비구조요소에 대해 확인되었으며, 비구조요소의 주기가 고유주기보다 

큰 경우 1/Rp만큼의 가속도 감소가 발생하였다. 구조물의 주기 대비 주기가 

월등히 짧은(Tp/T1 < 0.5) 비구조요소의 경우 가속도 응답이 탄성상태와 비

교했을 때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강체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Rp의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기준에서 강체 비구조요소에 할당된 Rp 

값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5.2.2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요구되는 연성능력

Fig. 14은 탄성구조물에 설치된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을 위해 요구

되는 비구조요소 연성능력(이하, 


)을 Tp/T1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

구조요소의 연성능력은 탄성-비탄성 시스템에서의 비구조요소의 최대 상

대변위를 비구조요소의 항복 시 상대변위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는 

Tp/T1 = 1을 기준으로 경향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T1의 값에 따라 일

부 차이는 보였으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4(a), (b)). 특히, 이 경

향성은 Newmark and Hall[20]이 구조물의 단자유도 탄소성모델을 통해 

가속도, 속도, 변위 민감구간을 구분하여 제안한 지반 특성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함수로 정의되는 반응수정계수-연성도 관계와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비구조요소의 연성도는 비구조요소와 건물의 고유주기비에 따라 

경향성이 구분되는 반면, Newmark and Hall[20]이 제안한 구조물의 연성

도는 지반운동의 특성과 구조물의 감쇠비에 의해 결정된 특성주기에 따라 

경향성이 결정되었다. 이는 구조물은 진동수 성분이 굉장히 광대역인 지반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 반면, 비구조요소는 건물의 동적특성에 의해 한번 더 

증폭되어 진동수 성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 근방으로 협대역인 건물의 바

닥가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는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공진 시(Tp/T1 = 1)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비구조요소가 구조물과 공진 시 약간의 비탄성거동을 통해서도 PCA

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Tp/T1이 감소함에 따라 요구연

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반적인 감쇠비(  = 2%)를 가지고 Tp/T1 = 0.1

인 비구조요소는 Rp = 2.5, 3, 6 수준의 비탄성거동을 위해 각각 약 250, 

400, 900 정도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연성능력이 요구되었다(Fig. 14(a), 

(b)).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증가함에 따라 단주기 비구조요소(Tp < T1)의 




가 감소하였으나   = 10%일 때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 중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값인 Rp = 2.5에 대해서도 Tp/T1 = 

0.1에서 90 정도의 연성능력 요구되었으며, 접합 상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a) Effect of inelasticity of NSC and period ratio of NSC to structure (mp / m = 

0.1%,   = 2%)

(b) Evaluation of Rp = 2.5 corresponding to floor-mounted NSCs (mp / m = 

0.1%,   = 2%)

(c) Effect of damping ratio of NSC (Rp = 2.5, T1 = 1.0 s, mp / m = 0.1%) (d) Effect of mass ratio of NSC to structure (Rp = 6, T1 = 1.5 s,   = 2%)

Fig. 14. Required ductility under various inelastic behavior level of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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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8 이상의 연성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감쇠비와 무관하게 단주기 비

구조요소는 비탄성거동을 위해 수용할 수 없는 연성능력이 요구된다고 판

단된다(Fig. 14(c)). 질량비(mp/m)는 공진대역에서 


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질량비가 커질수록 더 큰 연성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4(d)).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비구조요소-구조물 상호

작용에 의한 PCA 감소가 공진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생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정착부 및 접합부는 구조시스템 대비 매

우 연성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유주기가 건물의 고유주

기보다 매우 짧은 비구조요소 설계 시 Rp의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현행 기준에서 Rp = 2.5로 제안되는 바닥고정형 비구조요소들

은 고유주기가 0.5초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며[28], Fig. 14(b)에서 볼 수 있

듯이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구조요소 반응수정계수 중 실질적으로 가

장 작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연성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Rp = 1.0으로 수정하는 등 탄성 설계에 가깝

게 설계하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과 비구조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합시스

템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결합시스템의 주요 동특성이 비구조요소 

최대가속도(PC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구조

요소 설계 시 사용되는 설계계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결합시스템의 주요 동특성이 비구조요소-구조물의 상호작용 효과에 미

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이 비구조요소의 최대가속도(PCA)에 미치는 영

향을 결합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한 후 탄소성 수치해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비구조요소의 상호작용은 구조물과 공진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PCA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한 PCA 감소는 두 요소 간 질량비가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대역폭 또한 질량비가 증가할수록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구조요소의 감쇠비는 상호작용의 크기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었으며 감쇠비가 커질수록 상호작용에 의한 PCA 감소가 줄어

들었다.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은 구조물의 항복에 의한 주기증가 영향으

로 인해 상호작용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었으나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은 상호작용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2) 결합시스템의 PCA는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층응

답스펙트럼 대비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은 질량비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10% 질량비를 갖는 비구조요소의 

경우 PCA가 층응답스펙트럼의 7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먼저 비구조요소가 탄성거동을 하는 결합시스템에 대한 해석결과를 바

탕으로 비구조요소 증폭계수(ap)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공진 시 ap가 크게 증가하여 현행 기준에 제시된 ap = 2.5

보다 크게 나타났다.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은 구조물의 주기 증가로 인해 

공진대역폭을 증가시켰으나 공진 시의 ap 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

다. 구조물과 비구조요소의 공진 시 ap 값은 비구조요소와 구조물의 질

량비 및 비구조요소의 감쇠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비구조요소의 감쇠비가 5% 미만임을 고려했을 때, 구조물과 비구조요

소의 질량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기준의 ap가 합리적인 수준으

로 평가되었으나 이하의 질량비를 갖는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지나치

게 비안전측으로 나타났다.

4) 비구조요소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응답감소와 이에 요구되는 비구조요

소의 연성능력을 분석하여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는 비구조요소의 반응

수정계수(Rp)를 평가하였다. 비구조요소의 주기가 구조물의 주기보다 

긴 경우 비구조요소의 응답은 현행 기준에서 제안하는 Rp만큼 감소하였

으며, 이때 요구되는 연성능력도 비구조요소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구조요소의 주기가 구조물보다 짧은 경우 비

구조요소의 응답 감소량은 미미하였으며 이때 요구되는 연성능력도 실

무적으로 수용 불가능할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유주기가 0.5초 미만으로 많은 경우 구조물의 주기보다 

짧은 바닥고정 비구조요소의 대해 Rp = 1.0으로 수정하는 등 탄성 설계

에 가깝게 설계하도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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