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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이트 커 링 보의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Steel Plate Coupling Beam

홍 성 걸*       임 우 **

Hong, Sung Gul  Lim, Woo You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ed an structural efficiency of steel coupling beam jointed single plate shear 

connections with seat and top angle. Parameters for the test specimens were are seat and top 

angle, reinforcing of concrete, embedded length, section loss. Steel coupling beam with angle 

showed excellent strength, stiffness, energy dissipation capacity. The specimen with no 

reinforcement around the embedded steel plate showed slightly low deformation capacity because 

of early failure in the precast concrete walls. However, the specimen with reinforcement around 

the embedded steel plate showed good deformation capacity.

Deformation capacity was not decrease despite short embedded length. The specimen with 

section loss showed excellent deformation capacity. Because shear strength of steel coupling 

beam was lesser than of connect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for workability and cost 

efficiency, the proposed system is promising for one of steel coupling bea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싱  이트 단 합에 앵 을 합한 새로운 방식의 철골 커 링보를 개발하

여 여러 가지 구조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는 앵 유무, 콘크리트 보강 유무, 매립길

이, 결손단면이다. 실험은 커 링 보의 가운데 지 을 2,000kN Actuator를 이용하여 횡방향 반복가

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체 인 거동을 알아본다. 실험결과 싱  이트 단 합부로 이루어진 

실험체보다 앵 을 합한 실험체가 강도, 변형능력, 강성, 에 지 소산 능력 등 반 인 구조  성

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된 철골보 주 에 단철근을 보강하지 않은 경우 PC벽체

의 조기 지압 괴로 인해 그 성능이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철근이 배근이 

된 경우 철골 커 링 보의 단 항복이 발생할 때까지 PC벽체의 괴가 충분히 지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앵 이 합된 경우 매립길이가 작아도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손 단면이 있을 경우 

강도는 작게 나타났으나 합부 단 강도보다 훨씬 작도록 설계된 계로 PC벽체의 괴가 발생하

기 에 충분히 단 거동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공성과 경제성 향상

을 해 앵 을 합한 철골 커 링 보 방식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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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골 커 링 보는 횡력이 작용하는 체 구조물에서 에 지 소산능력을 담당하는 아주 요한 부분

으로써 소정의 강도, 강성  우수한 변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철골 커 링보가 단지배를 받는 부재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합부

의 괴가 발생하기  철골 커 링 보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도록 합부 역에서 한 보강상세

와 매립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Popov 등이 처음 제안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실험체는 일

체화된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강도, 강성  에

지 소산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공상의 문제 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싱  이트 단 합에 앵 을 합한 새로운 방식의 철골 커

링보를 개발하여 여러 가지 구조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로그램 개요

PC 단벽은 1500mm×1800mm으로 동일하며 (두께 300mm) I형 철골보 역시 400×175×11×6으로 동

일하다. 단벽에 사용된 철근은 항복강도 400MPa를 사용하 으며, 콘크리트 강도는 35MPa이다. 실

험체는 총6개이며 주요 변수는 콘크리트 보강상세, 앵 유무, 결손단면, 매립길이이다. 실험은 그림1과 

같이 커 링 보의 가운데 지 을 2,000kN Actuator를 이용하여 횡방향 반복가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체 인 거동을 알아본다. 가력은 벽체 는 철골보의 최종 괴시 까지 가력하며 변 제어방식으로 

가력한다. 실험체는 층간변  0.25%(1.5mm)부터 일정 변 별 3회 사이클을 원칙으로 하 다. 층간 변

 2%까지는 0.25%(1.5mm)씩 증가시키며, 그 이후에는 0.5%(3mm)씩 증가시켜 가력하 다.

그림 1. 단부 조건  가력방법

표1. 실험체 개요

Specimen
Embedded

Length
(mm)

Web 
Opening

Seat 
angle

SP11-P600ANC 600 × ○

SP13-Sh600ANC 600 × ○

SP14-STM600ANC 600 × ○

SP07-STM600NANC 600 × ×

SP2-STM400ANC 400 × ○

SP04-STM600AC300 600 0.75d ○

그림 2 실세 실험체 세 그림 3 하 가력 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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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하 -변  계

철골이 매립된 부분에 콘크리트 보강이 된 실험체의 경우(Sh600ANC, SP600ANC, SP400ANC)가 

그 지 않은 경우(P600ANC)보다 훨씬 우수한 강도와 변형능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앵 이 합된 경

우 철골 연결보 웨 의 단항복으로 인해 변형능력이 향상되었다. 앵 이 합되지 않은 싱  이

트 합(SP600NANC)은 변형이 증가할수록 합부에서의 지압 괴로 인해 슬립 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보 웨 의 단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손단면이 있는 실험체

(SP600AC300)의 경우 합부의 단강도에 비해 연결보 웨 의 단강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PC벽

체의 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우 우수한 변형능력을 보 다. 매립길이가 짧은(400mm) 실험

체의 경우(SP400ANC) SP600ANC(매립길이600mm)에 비해 강도와 변형능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실험체별 하 -변  계

3.2 에 지 소산 능력

아래 그림5는 층간 변  4.5%까지 각 실험체의  에 지 소산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매립철물 

주 를 보강한 Sh600ANC가 에 지 소산 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매립길이가 600mm(SP600ANC)와 

400mm(SP400ANC)일 경우는 거의 비슷한 능력을 보 다. 앵 이 합된 경우(SP600NANC)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뛰어난 소산 능력을 나타내었다. 즉, 충분한 에 지 소산 능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단 철근으로 매립철물 주 를 충분히 보강해주어야 하며, 앵 을 합하여 철골 커 링 보의 

단거동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림 5.  에 지 소산 능력 그림 6. 실험체별 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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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체별 강성 비교

그림6은 실험체별 강성을 비교한 것이다. 앵 이 합되어 있는 경우는 변 가 커질수록 실험체 강

성이 격히 하되었다. 하지만 앵 이 합되지 않은 경우(SP600NANC)는 강성 하 상이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단순 지지된 철골 커 링 보 웨  부분의 단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싱  이트 단 합만으로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기존의 철골 커 링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해 본 연구에서는 앵 을 이용한 싱  이트 

단 합부 철골 커 링보의 구조  성능을 알아보았다. 주요 실험 변수는 앵 의 유무, 콘크리트 보강 

유무, 매립길이, 결손 단면이다. 실험체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싱  이트 단 합부로 이루어진 실험체보다 앵 을 합한 실험체가 강도, 변형능력, 강

성, 에 지 소산 능력 등 반 인 구조  성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매립된 철골보 주 에 단철근을 보강하지 않은 경우 PC벽체의 조기 지압 괴로 인해 그 성능

이 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철근이 배근이 된 경우 철골 커 링 보의 단 항복

이 발생할 때까지 PC벽체의 괴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앵 이 합된 경우 매립길이가 작아도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 

(4) 결손 단면이 있을 경우 강도는 작게 나타났으나 변형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부 단 강도보다 훨씬 작도록 설계된 계로 PC벽체의 괴가 발생하기 에 충분히 단 거동

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공성과 경제성 향상을 해 앵 을 합한 철골 커 링 보 방식이 매우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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