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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의 주요 구조 부재인 기둥과 보를 2개 절점으로 연결되는 선재(line 

element)로 모델링하는 수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재의 휨 

거동을 비선형 스프링으로 모델링하고 스프링의 비선형 이력모델에는 실

험결과로부터 도출된 힘과 변형의 관계를 적용하는 집중 힌지 모델 (lumped 

plasticity model)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모델은 부재에

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이 부재 양단에 집중된다는 매우 이상적인 가정을 전

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단순성, 투명성 및 부재 실험 결과를 

통한 이력모델 구축의 용이성[2, 3] 등에 의해서 비선형해석을 위한  주요 

해석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선재(기둥 및 보)를 양단의 2개 절점만으

로 모델링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지진응답해석에

서 자유도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부재를 복수의 요소로 분할하는 유

한요소 해석법에 비하여 계산 시간상의 경제성 또한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단변형 및 전단파괴모드를 무시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예: 단주, 전단 보강근이 결핍된 부재 등)에는 휨 스프링과 직렬로 연

결되는 전단 스프링을 추가하여 전단 변형을 고려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이 모두 비선형거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 스프링의 비선형 거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형력과는 별도로 휨 스프

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불평형력이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비선형 지진응답해석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불평형력 

모두를 해소하는 수렴계산의 적용이 필요하다.  

비선형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형력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치해석방법으로 Newton-Raphson iteration methods와 Arch-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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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4-7]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비선형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 해소를 위한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

평형력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단 스프링과 휨 스프링의 어느 한쪽을 탄

성 거동에 국한된 모델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부재의 파괴모드 판정을 통해서 전단지배, 휨-전단지배 그리고 휨지배로 구

분하여 파괴모드를 휨 스프링의 비선형 이력모델(골격선)에 간접적으로 반

영함으로써 전단 스프링을 직접 모델링하지 않고 전단 거동 효과를 고려하

고 있다[8]. 그러나 기둥의 휨 스프링에 의해서 고려되는 전단 거동은 양 단 

휨 응답의 대칭성 결여(기둥 하부에 변형 집중)로 인하여 실제 부재에서 발

생하는 전단 파괴 또는 전단 변형의 집중 현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휨 및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모델을 대상으로 두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 해소를 위한 수렴 계산 방법을 제시하며, 

수렴 계산의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비선형 

지진응답해석 결과 산출을 위한 수렴 계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2. 구성방정식 및 수렴계산

2.1 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재

Fig. 1은 기둥 및 보에 집중 힌지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휨, 전단 및  축 방

향 거동에 대한 비선형 스프링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재의 거동 특성

에 따라서 적정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은  

서로 직렬관계에 있으며, 축방향 스프링은 독립적인 거동을 한다. 

휨 스프링만으로 모델링하는 경우(Fig. 1(a)), 양단을 비선형 휨 스프링

으로, 양단 사이의 중앙 부분을 탄성요소로 모델링한 부재의 연성행렬

(flexibility matrix)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f0=L/6EI (L: 부재길이, E: 탄성계수, I: 단면 2차모멘트).

식 (1)에서 21
,

MM
ff 는 양단의 휨 스프링에 적용된 이력모델로부터 결

정되는 연성(flexibility)을 나타내며 탄성 거동 시에는 L/6EI, 비선형 거동 

시에는 이력모델의 골격선 또는 이력 규칙(hysteretic rules)에 의해서 결정

된다. 즉, 탄성한계를 초과한 휨 스프링의 연성은 증가(강성은 감소)하며 결

과적으로 연성행렬 ][
M
f 의 대각 성분의 값이 증가한다.

2.2 불평형력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 시스템 불평형력

비선형 증분 해석 시, 휨 스프링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회전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방정식은 식 (2)와 같다

∆  ∆ (2)

여기서, ∆ ∆∆
      , 

∆ ∆ ∆


강성법(변위법)에 기초한 구조물의 비선형해석에서는 현재 하중 스텝

(Fig. 2, i+1)에서 휨 스프링의 증분 변위(  )를 산출한 후, 직전 하중 스

텝(Fig. 2, i)에서의 강성과 곱하여 모멘트 증분 ( M )을 산출한다(식 (2)).

이때, 탄성 응답에서는 직전 하중 스텝에서 산출한 모멘트( )와 현재 

하중 스텝에서 구한 모멘트 증분 ()의 합으로 현재 하중 스텝에서의 모

멘트(   )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거동에 의해서 휨 스프링의 강

성이 변하게 되면, 직전 하중 스텝의 강성(Fig. 2, ①에서의 기울기)에 의해

서 산출된 모멘트(Fig. 2,  ②)와 비선형 이력모델에서 결정되는 실제 모멘

트(Fig. 2, ③)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며, 이때 이 힘들 사이의 차이에 해

당하는 불평형력(unbalanced force)이 발생한다(식 (3)). 건물에는 다수의 

부재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불평형력을 건물 전체의 운

동방정식을 통해서 해소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은 부재의 양단에 비선형 휨 

스프링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평형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법으로 (Modified) Newton-Raphson iteration method 등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불평형력을 ‘시스템 불평형력’으로 표현하며, 

후술하는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은 ‘부재 불평

형력’으로 구분한다.  

            (a)                                     (b)                                       (c)

Fig. 1. Lumped plasticity models

Fig. 2. Unbalanced force (over-shooting) from nonlinear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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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3.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재

Fig. 3에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부

재 양단의 휨 스프링과 부재 중앙의 전단 스프링은 서로 직렬 관계에 있으므

로 연성행렬의 단순합(식 (4))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양단의 휨모멘트(M1, 

M2)와 전단력(V)은 식 (5)로 표현되는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

라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되는 부재의 구성 방정식은 식 (6)

과 같다. 




 



 




  
 

 




 














(4)

여기서,  fV=L/GA (L: 부재길이, G: 전단탄성계수, A: 단면적)

  


 ․ 
 (5)

여기서,     

∆  ∆ (6)

여기서,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부재(식 (2))와 전단 스프링이 추가된  부재의 

구성방정식(식 (6))의 차이점은 연성행렬에 있어서 전단 성분이 추가될 뿐, 

변형과 힘의 구성 성분에는 변함이 없다. 즉, 전단 스프링의 연성이 휨 스프

링의 연성행렬에 추가되어 부재 전체의 연성이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재의 강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재 강성의 변화 정도는 전단 탄

성계수(G) 및 부재 단면적(A)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증분 전단력( V )은 증분 모멘트와의 평형

조건(식 (7))에 의해서 산출한다. 이때, 증분 모멘트( M )는 강성법에 의

해서 산출된 증분 변위 (  )와 강성 행렬(     1


MVMV
fk )의 곱으로 산

출한다(식 (7)). 

∆ 


․∆ ∆
 (7)

비선형 해석에서 현재 하중 스텝(i+1)에서 모든 스프링(휨 스프링과 전

단 스프링)의 강성이 변한다고 가정하면 2.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휨 및 

전단 스프링에서 각각 불평형력(시스템 불평형력)이  발생한다(식 (8)). 

  ∆   (8)


∆

  

또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은 서로 직렬관계에 있으므로 모멘트와 

전단력은 항상 식 (5)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비선형거동에 의해서 두 스

프링사이에서 식 (9)와 같은 불평형력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와 같은 불평형

력()은 휨 스프링으로만 구성된 부재(2.1절, 2.2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9)

따라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재에 있어서는 비선형 

거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불평형력(식 (8): 시스템 불평형력, 식 

(9): 부재 불평형력)을 모두 해소해야 부재 모델에서 요구되는 평형방정식

을 만족하게 된다. 

2.4 불평형력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 부재 불평형력

비선형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부재에서 발생하는 불평형력(식 (3), 시

스템 불평형력) 또는 탄성 휨 스프링과 비선형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

재의 전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불평형력’(식 (8)) 은 기존의 해석 

수법(Newton-Raphson iteration method, [4])을 통해서 해소 가능하므

로, 본 절에서는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되는 부재에서 발생하는 

‘부재 불평형력’(식 (9))을 해소하기 위한 수렴 계산법을 제시한다. ‘시스템 

불평형력’의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을 ‘NR-iteration’, 그리고 본 절에서 제

시하는 ‘부재 불평형력’의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은 ‘MV-iteration’으로 구Fig. 3. Unbalanced forces from each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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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지칭한다. 

본 해석수법에서는 먼저 식 (9)의 평형조건을 만족하도록 수렴계산을 수

행한 후, 그 결과로 식 (8)에서 발생하는 불평형력도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결

과를 보임으로써 2.1과 동일한 해소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Fig. 3에는 현재의 하중 스텝(i+1)에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의 강성

이 동시에 변하는 상태(비선형 거동)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 (10)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즉, 직렬관계에 있는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의 평형방정

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

   (10)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의 평형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미지의 

증분력을 각각 }{ M 과 V 라고 하면, 식 (10)은 식 (11)로 표현할 수 있다. 

      ․     ․

   ․   ․     (11)

또한, 식 (9)를 이용하면 식 (11)은 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 (12)

휨 및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재는 식 (11)의 평형방정식을 만족함과 

동시에 적합방정식도 만족해야 한다. 즉, 두 스프링 사이의 평형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해진 미지의 증분력 }{ M 과 V 에 의해서 부재의 

양단에 발생하는 휨 변형 M
 (식 (13))과 V

 (식 (14))은 식 (15)를 만족

해야 한다.



 

  ․ (13)



  


․ 

  ․

  

․ 

  ․
․

(14)






 (15)

여기서, 
 와 

 는 휨 및 전단 스프링의 이력 모델에 의해서 

갱신되는 각각의 연성행렬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13), (14), (15)로부터 미지의 증분력( }{ M , V )을 산출

할 수 있다(식 (16)). 

 

  ․  
 

  ․ (16)

여기서, 

   
   

 
   

 

이상의 계산과정은 양단부의 휨모멘트와 전단력의 차이(, 식 (9))

가 사전에 설정된 수렴조건(convergence tolerance)을 만족할 때까지 반

복되며, 이 계산과정 중에 강성 값과 함께    및   는 갱신된다. 따

라서, 수렴조건을 만족하였을 때의 반복계산 횟수를 n이라고 하고, 각 스

프링의 불평형력(식 (8))을 반복 횟수 n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식 (17)과 

같다. 

 ∆     (17)


∆

   

여기서    와     는 ‘부재 불평형력’이 해소되어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는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직전 하중 스텝(i)에서도 휨 및 전단 스프링 사이의 평형방정식을 만족하

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식 (18)이 성립하며, 현재 하중 스텝(i+1)에서도 수

렴계산(MV-iteration)에 의해서 두 스프링사이에 평형방정식을 만족하므

로 식 (19)가 성립한다.


  

 (18)

Fig. 4. Flow chart of iteration processes for resolving unbalanc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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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

마지막으로 식 (7), (17), (18), (19)를 이용하여 식 (20)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을 해소하면 (=0이 되면)  도 자동으로 해소됨

을 의미한다. 따라서,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부재에서 발생하는 불평형력

의 해소방법(2.2절)과 동일하게 }{uM 을 NR-iteration으로 해소함으로써  

휨 및 전단 스프링의 비선형 거동에 동반되는 두 종류의 불평형력이 해소된

다. 이상의 과정은 NR-iteration과 MV-iteration의 두 종류의 수렴계산으

로 구성되며 NR-iteration 계산의 내부에 MV-iteration계산을 수행한다

(Fig. 4). 즉, MV-iteration을 통해서 ‘부재 불평형력’을 해소한 이후에 

NR-iteration의 수행으로 ‘시스템 불평형력’을 해소하여 부재 및 시스템 전

체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3. 해석대상 및 방법

3.1 해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의 해

소 유무에 따른 응답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단순한 평면골

조를 대상으로 비선형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

단 변형 및 전단 파괴모드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주요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예제 구조물을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설정하였다.

대상 골조의 보는 휨 스프링만으로 모델링하였으며 기둥 부재는 휨, 전

단, 그리고 축방향  스프링으로 구성하였다. 휨 및 전단 스프링의 비선형 이

력모델은 Takeda model[3]을 적용하였으며, 축방향 스프링은 탄성 모델

을 적용하였다.  휨 및 전단 스프링의 골격선 설정을 위한 항복강도는 전단 

강도에 대한 휨 강도의 비율, 즉 강도비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강도비가 

0.5인 경우는 양단에서 휨 강도 기록 시의 전단력에 대한 전단 강도의 비가 

0.5임을 의미하며, 이는 전단 강도가 휨 강도에 비해 작으므로 전단파괴 선

행의 파괴모드를 나타낸다. 강도비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단 스프링

은 항상 탄성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기둥과 보의 휨 강도 및 단면 크기는 동

일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균열 강도는 항복 강도의 1/3배, 항복 이후 경화 구

역의 강성은 초기강성의 0.5%로 설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휨 및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

하는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의 분석이므로 해석 대상 구조

물의 상세 제원(단면 상세, 배근 상세 등)은 특정 프로토타입을 상정한 것이 

아닌 가능한 단순한 모델이 되도록 설정하였다(Table 1).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렴계산기법의 적용성 및 적용 유무에 따른 해석 결과는 해석대

상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2 해석 방법

지진응답해석을 위해서 El Centro 1940(NS) 지진파를 입력하였으며 

감쇠비는 5%의 순간 강성(instantaneous stiffness) 비례형 감쇠를 적용하

였다. 지진동 데이터의 sampling rate는 50Hz이며 수치적분 시 적용된 적

분 시간 간격은 0.01초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단 스프링의 유무 및  두 종류의 불평형력(‘시스템 불평형력’,‘부재 불

평형력’)의 해소 유무가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 3

가지의 비교 대상(Fig. 6, Case-1, Case-2, Cse-3)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M-model은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모델, MV-model은 휨 스프링과 전

단 스프링이 직렬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한다.

(1) Case-1: 기둥 부재에 있어서 비선형 전단 스프링의 유무에 따른 해석 결

Fig. 5. Analysis target structure

Table. 1 Analysis information for target structure

L

(m)

B

(mm)

D

(mm)

E

(GPa)

G

(Gpa)

Mc

(kN*m)

My

(kN*m)
 * **

Column 2.5 500 500 23 0.4E 120 360 0.2 0.005

Beam 5 500 500 23 120 360 0.2 0.005

*  : yield stiffness ratio in Takeda model

**: hardening factor in Takeda model

M-model MV-model

With iteration 

(Unbalanced 

forces are 

resolved.)

Without iteration 

(Unbalanced 

forces are not 

resolved.)

Fig. 6. Analysis Cases

VS.
(Case-1)

VS.
(Case-2)

VS.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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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비교(M-model과 MV-model의 비교)

(2) Case-2: M-model에 있어서 불평형력 해소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

(NR-iteration의 적용 유무).

(3) Case-3: MV-model에 있어서 불평형력 해소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

(MV-iteration의 적용 유무).

4. 해석 결과

4.1 Case-1: 전단 스프링 유무에 따른 응답 비교

본 절에서는 비선형 전단 스프링의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를 검토하였다. 

해석 대상 골조의 기둥을 휨 및 전단 스프링으로 모델링한 경우(MV-model)

와 휨 스프링만을 고려한 경우(M-model)의 해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

었다. 본 절에서는 수렴계산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단지 

비선형 전단 스프링의 추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따라서두 가지 해석

모델 모두 수렴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도비(전단 강도/휨 강도 시의 전단력)는 0.5로 설정하였으며 보의 휨 

강도는 기둥의 휨 강도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해석 대상 골조가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진동(El centro 1940, NS)의 진폭 을 1.5배로 입

력하였다.

변위 응답의 비교 결과(Fig. 7(a)), 비선형 전단 스프링이 추가된 골조

(MV-model)의 1층 층간 변위(2층 바닥 수평 변위)가 휨 스프링만으로 구

성된 골조(M-model)의 변위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4)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단 스프링을 추가함으로써 부재 강성이 감소하고 전

단 스프링에서 비선형 거동이 발생하여 동일한 지진동 입력에 대해서 변위

가 더 크게 산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도비가 0.5인 MV-model은 전단 강도가 휨 강도에 비해서 현저히 작

게 설정된 경우(전단파괴 선행)로서 전단 스프링이 휨 스프링보다 먼저 항

복하고 전단 스프링의 비선형 거동(Fig. 7(b))이  휨 스프링의 비선형 이력

거동(Fig. 7(c))에 비해서 탁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V-model에서 전

단 스프링의 비선형 거동이 탁월하여 휨 스프링의 응답은 M-model의 휨  

응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단 거동이 탁월한 실제 RC 기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단파괴 선행의 RC 기둥의 상하 양단부(주각/주

두)에서는 휨 손상이 적게 관찰되며 대신 대각선의 전단균열과 최종적으로

는 전단보강근의 항복, 파단에 의한 사인장 전단 파괴가 관측되는 손상/파

괴 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Case-2: 시스템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에 따른 응답비교

본 절에서는 MV-iteration의 적용 유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에 앞서 

전단 스프링이 없는 M-model을 대상으로 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불평형

력(시스템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가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

다. 이를 위해서 Fig. 8(a)의 2층 바닥 좌측 절점(Node 3)에서 산출된 불평

형력(unbalanced force, UF, 식 (21))으로 평형상태를 확인하였다. 

      (21)

여기서,  : C1 기둥의 상단의 휨 모멘트,  : C3기둥

의 하단 휨모메트,  : B1 보의 좌단 휨모멘트

해석대상  구조물이 탄성 거동을 하면 식 (21)에서 계산된 값은 항상 0이 

되며 이를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거동을 하게 되면 식 

(a) Displacements of MV-model and M-model

(b) Hysteretic behavior of shear spring in MV-model

(c) Hysteretic behaviors of flexural bending springs

Fig. 7. MV-model vs. M-model



비선형 휨 및 전단 힌지 사이의 불평형력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 기법

233

(21)의 값은 0이 아닌 값을 나타내고 이 값을 불평형력이라고 한다. 이 값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0에 가까운 값(convergence tolerance)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수렴 계산(Newton-Raphson iteration 등)을 수행하였다. 

Fig. 8(b)는 수렴계산의 유무에 따라서 식 (21)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수렴계산을 수행하지 않은 해석 결과에서는 불평형력이 상대

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렴계산을 수행한 경우에는 불평형력

이 일정값(convergence tolerance)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평형력

의 해소를 통해서 운동방정식의 평형상태가 성립함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수렴 결과는 모든 절점에서 산출되었다.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에 따른 변위 응답의 차이를 Fig. 8(c)에 나타내었

다. 수렴계산을 수행하지 않은 해석 결과에서는 변위가 양의 방향으로 편향

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수렴계산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변위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Case-3: 부재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에 따른 응답비교

해석 대상 골조의 기둥을 비선형 휨 및 전단 스프링으로  모델링하였으

며, 휨 강도에 대한 전단 강도비는  0.5로 설정하였다. 전단 스프링과 휨 스

프링에서 발생하는 불평형력의 해소 유무에 대한 해석 결과를 Fig. 9에 나

타내었다. Fig. 9(a)는 1층의 층간 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평형력 해소

를 위한 수렴계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위의 편중 현상이 관찰된다. 

Fig. 9(b)에는 1층 기둥의 전단 스프링에서 산출된 이력 거동을 비교하고 

있다. 불평형력이 해소되지 않은 해석 결과(수렴계산)에서 양의 방향으로 

응답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수렴계산을 수행한 해석 결과에서는 

전단 변형에 있어서 대칭인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의 편중 결

과는 불평형력이 해소되지 않고 일정 방향으로 축적된 결과로 사료된다.

동일 기둥에서 비선형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a) Analysis model: M-model

(b) Unbalanced forces at Node 3

(c) Displacement responses at 2nd floor

Fig. 8. Effects of iteration process (NR-iteration)

(a) Displacement responses at 2nd floor

(b) Hysteretic behaviors of shear springs 

Fig. 9. Effects of iteration process (MV-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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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기둥의 상하단 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모

멘트의 합(M1+M2)을 기둥 길이로 나눈 값을 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전단

력으로 산출하였으며, 이 값을 전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전단력과 비교하

였다. 수렴계산(NR-iteration)을 수행하지 않은 Fig. 10(a)에서는 휨 및 전

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의 값에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식 (10)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렴계산을 수행한 Fig. 10(b)에

서는 휨 및 전단 스프링에서의 전단력의 값이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휨과 전단 스프링사이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Fig. 11에 두 값의 차이를 도시하였으며 이 차이의 최댓값은 사전에 

설정한 수렴조건 값을 나타낸다. 즉 , 휨 스프링에 의한 전단력과 전단 스프

링에서의 전단력의 차이가 일정값(tolerance) 이하이면 수렴계산을 종료하

는 조건을 설정하게 되며 이때 일정값에 해당하는 것이 Fig. 11에서의 최댓

값이다. 이와 같은 수렴 조건은 3~4회 정도의 반복 계산을 통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비선형 해석모델로서 널리 사용되는  집중힌지모

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

을 해소하기 위한 수렴계산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수렴계산의 유무에 따른 

해석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휨 스프링과 전단 스프링이 직렬관계로 구성된 부재의 경우, 전단 스프링

을 통해서 전단변형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부재

에 비해서 동일 지진하중에 대해서 더 큰 변위 응답이 산출되었다.

2) 휨 스프링만으로 구성된 기둥의 비선형 거동 시, 불평형력(‘시스템 불평

형력’)을 해소하지 않은 변위 응답은 한 방향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수렴 계산(Newton-Raphson iteraion)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수렴계산을 적용하지 않을 경

우, 해소되지 않고 축적되는 불평형력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3) 휨 및 전단 스프링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형력(‘부재 불평형력’)의 해소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렴계산 방법을 적용한 결과, 휨 스프링과 전

단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의 차이를 수렴 조건 값(convergence 

tolerance)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두 스프링 사이의 평형 조건이 만족됨

을 확인하였다. 

4) 한편, 휨 및 전단 스프링 사이에 평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해석결과

(‘부재 불평형력’을 해소를 위한 수렴계산을 적용하지 않은 해석 )에서

는 전단 스프링의 이력거동에서 일정 방향으로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었

으며 변위 응답 또한 편중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검토 결과로부터 휨  및 전단 스프링으로 구성된 부재가 비선형 

거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두 종류의 불평형력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렴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해소 가능함을 보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비선형 지진응

답해석결과 산출을 위해서는 수렴계산의 적용을 통한 불평형력의 해소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건물의 응답 또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해

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할 수는 없으나, 불평형력이 해소되지  않은 해석 

결과는 명확한 수치 해석상의 오류이므로 수렴계산을 통한 불평형력의 해

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 전단 스프링을 추가하

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불평형력의 해소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등 비선형 모

델 선정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a) Without MV-iteration

(b) With MV-iteration

Fig. 10. Comparison of shear forces between flexural bending 

and shear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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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Unbalaced forces between flexural and shear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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