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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 panel that can 
assure reliable seismic performance. In the previous study, the connection of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 has some problems in seismic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s which can improve seismic performance. And their 
seismic performance was verified through lateral loading experiment. 

요 약

PC(Precast Concrete)구조시스템은 건식화 조립식 공법으로 구조물 건설에 있어 공기, 노동력 절
감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벽체의 경우 PC화할 경우 접합부의 내진성능이 부족하
여 구조벽체를 PC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접합부 성능을 개선하여 횡력저항요소로 사용가능한 PC구조벽체를 고안하였다. 제안된 PC구조벽체는 
지진발생 시 충분한 강도와 변형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PC구조벽체의 실험결과, 제
안된 PC구조벽체는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최근,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의 필요
성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부재를 PC화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구조벽체는 
시공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전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구조벽체를 PC로 사용할 경우 접합부의 지진저항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로 인해 구조벽체는 주로 RC로 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PC 구조벽체를 고층건물의 횡력저항시스
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C구조벽체의 내진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PC구조벽체의 접합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PC구조벽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안된 PC구조벽체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구조성능을 평가하였다.
2. PC구조벽체 실험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총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27MPa이
다. 변수는 상하부 벽체판넬의 구성요소(RC/PC), 연결철근 단면감소 및 비부착길이 적용여부이고 실
험체의 세장비(M/VL)는 2.2로 설계하였다. RRC 실험체는 RC공법을 적용한 기준실험체이고 RPC 실
험체와 SPC 실험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험체이다. RPC 실험체는 하부판넬을 RC로 시공하여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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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RC(상하부 RC 넬)

무수축 모르터

(20mm)

(b) RPC(하부:RC, 상부:PC)

무수축 모르터

(20mm)

(c) SPC(하부:PC, 상부:PC)

그림 1 실험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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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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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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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C

그림 2 하 -변 (부재각) 곡선

방수
처리

PVC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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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철근

그림 3 비부착  
단면감소상세

(SPC 실험체)

판넬에 파괴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SPC 실험체는 그림 3과 같이 연결철근의 일부를 
20mm로 가공하고 비부착길이를 적용하여 벽체의 소성변형구간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 변형능력향상을 유도하였다. RPC와 SPC 모두 항복과 파괴가 하부 접합부에 집
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PC벽체 시스템이다. 실험체의 하
중-변위 곡선을 그림 2에 나타내어 실험체별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RRC 실험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RPC 실험체는 최대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RC판넬의 항복 
바로 이전에 스플라이스 슬리브 주변의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예상보다 연성비가 작
게 나타났다. 이는 스플라이스 슬리브 주변을 좀 더 보강한다면 RC판넬에 파괴가 발
생하여 RC와 같은 연성율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SPC 실험체는 실험체 계획 시 
소성변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되어 변형능력이 크게 향상
되었다. 또한 RPC 및 SPC 실험체 모두 강성이 R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PC구조벽체는 충분한 내진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PC구조벽체의 접합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PC구조벽
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반복가력실험을 실시하여 구조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된 RPC 실험체는 RRC 실험체에 비하여 최대강도는 크고 연성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
플라이스 슬리브 주변을 보강할 경우 연성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SPC 실험체는 소성
변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되어 변형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본 연구
의 RPC 및 SPC 실험체 모두 강성이 R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된 PC구조벽체는 충분한 내진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의 횡력저항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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