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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방지가새와 FRP로 보강된 RC골조의 반복 횡하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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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iloti-type low-rise RC residential buildings, severe damages have been usually concentrated at piloti stories

under the earthquake. In this study, a piloti story was retrofitted by installation of buckling-restrained braces (BRB's) to increase

strength and stiffness of piloti story and by application of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sheet on columns to avoid the brittle shear

and axial failure of columns. To verify this retrofit performance, reversed cyclic lateral load tests were performed on 1:5 scale bare

and retrofitted frame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yield strength (43.2 k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larger than design value

(30 kN) due to the increase of strength in the compression side, but the stiffness value (11.6 kN/mm) turned out to be approx-

imately one-half of the design value (24.2 kN/mm). The reasons for this difference in stiffness were due to slippage at joint between

the frame and the BRB's, displacement and rotation at footing.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the retrofitted frame was 7.5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bare frame. The change of the number of load cells under the footing from 2 to 1 reduced lateral stiffness

from 11.6 kN/mm to 6 kN/mm, which was only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bare frame (2.1 kN/mm).

Keywords : piloti-type, buckling restrained brace (BRB),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inelastic deformation energy absorbing

capacity, reversed lateral load test

1. 서 론

필로티형 저층 RC 집합주택은 지진 발생 시 필로티층

에서 손상이 집중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피해가 집중되

는 필로티층에 Fig. 1(b)와 같이 좌굴방지가새(BRB)를 설

치하여 비틀림과 X, Y방향의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고,

작은 변형 구간에서도 에너지 소산을 통해 지진력을 감

소시키는 것이며, 외곽 기둥에 FRP를 부착하여 연성, 축

하중, 전단 능력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 C1-C5(Fig. 1(b))의

골조를 대상으로 1:5 축소 모델을 제작하였고, BRB와

FRP로 보강하여 반복 횡하중 실험을 통한 골조의 횡강

도, 횡강성 및 비탄성 변형 에너지 흡수 능력을 순수 골

조와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연구된 좌굴방지가새의 형태는 H형강을 이

용한 BRB(성우기, 2008), 각형강관에 모르타르를 충전한

BRB(박준희, 2008), 그리고 철판과 ㄷ-형강을 이용한

BRB(김진구, 2009)가 있었다. 국외에서는 각형 강관으로

+형 심재를 둘러싼 BRB(Chen, 2001)와 각형 강관에 모

르타르를 충전한 BRB에서 -형 심재(Tremblay, 2006)와 +형

심재(Cameron J. Black)
2)
를 사용한 실험이 있었다. 이 실

험에서 채택한 BRB는 Chen의 모델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BRB의 성능 실험과 BRB가 강골조에 적용된 형태였

지만, 이 연구에서는 BRB를 강골조가 아닌 RC 골조에 적

용한 연구이다.

2. 보강설계

2.1 좌굴방지가새(BRB)의 설계

BRB의 보강은 필로티층 외곽 골조의 횡강도와 횡강성

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강 전 prototype의 탄성 해

석 결과, Y방향 총 밑면전단력(3,000 kN)의 대부분이 코

어 벽체에서 부담하였다. 집중된 하중의 절반을 외곽 골

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 BRB 설계의 기

본 개념이다(Fig. 2).

Y방향 골조(C1-C5)에서 750 kN의 전단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식 (1)~(3)을 사용하여
1)
 좌굴방지가새의

심재 단면적(Ac), 설치 길이비(Lc / L), 골조의 횡강성(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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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결정하였다. 실험체의 축소율을 1:5로 계획했기 때

문에, Fig. 3과 같은 골조에서 30 kN(750 kN/25)의 전단

력을 지지하여야 한다. 골조의 수평항복강도(2VL)를 30 kN

으로 정하고, 두 개의 좌굴방지가새를 K-brace의 형태로

설계하였다. 심재(SS400)의 설계강도는 실제 항복강도

를 사용하기 위해, 공칭항복강도(235 MPa)가 아닌 재료

시험(Fig. 4)에서 얻은 평균항복강도(357 MPa)를 사용하

였다.

(1)

(2)

      

(3)

여기서, Ac :심재의 단면적, Ajoint :접합부 심재의 단면적

(Fig. 5 참조), θ :가새의 기울기(Fig. 3 참조), L :가새설치

길이, Lc :심재 길이, η :가새 외부와 중심부의 평균 응력

비, KL :골조의 횡강성, δy :가새의 항복 변위이다.

2.2 FRP의 설계

과거 지진에 의한 비내진 상세 기둥의 파괴는 주로 전

단파괴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FRP 보강법을 채택하였다. Table 1에서 FRP의 특성을 나

타내었고, prototype의 실험체는 2겹의 FRP 시트를 사용하

였다. 식 (4)를 이용하여
4)
 X방향 269 kN, Y방향 359 kN의

FRP 전단강도를 구하였고, 보강 후 기둥의 전단강도는

VL FyAc θ Ac,cos
VL

Fy θcos
------------------ 64mm

2
= = =

KL
E θ2cos

γ η 1 γ–( )+
-----------------------------

2Ac

L
---------× 24.2kN/mm= =

γ
Lc

L
----- 0.5 η,

Ac

Ajoint

------------ 0.333= = = =⎝ ⎠
⎛ ⎞

δy

2VL

KL

--------- 1.24mm= =

Fig. 1 Prototype (unit: mm)

Fig. 2 Distribution of base shear (Y-dir.)

Fig. 3 Design of BRB in 1:5 scale frame

Fig. 4 Tensile test of steel core of BRB

Table 1 Property of FRP

Elastic

modulus

(GPa)

Strain

limit

(elastic)

Tensile

stress limit 

( ffrp,e, MPa)

Thickness

(tfrp, mm)

235 0.004 940 0.167

Fig. 5 Detail of BRB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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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의 전단강도와 식 (5)를 이용하여 구한 기둥의 전단강

도 합으로, Table 2에서 보강전 기둥과 FRP로 보강된 기

둥의 전단강도를 비교하였다. 실제로 기둥과 보 또는 기

초와의 접합면에서는 보강되지 않은 기둥의 횡강도가 지

배하므로 FRP에 의한 보강은 기둥의 전단강도와 축강도

를 강화시킴으로써 전단과 하중에 의한 취성 파괴를 방

지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4)

 (5)

여기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Ag :기둥의 단면적, Ash :

띠철근의 단면적, fyh :띠철근의 인장강도, s :띠철근의 간

격, D' :띠철근의 중심 거리(jd), ffrp,e : FRP의 최대응력, tfrp :

FRP 두께, h : FRP의 중심 거리, θ :기둥축과 대각 인장균

열의 각도(설계 시 θ = 35
o
)이다.

3. 실험체 제작 및 보강 

좌굴방지가새(BRB)는 +형 심재(Ac = 64 mm
2
)를 4개의

각관(19 × 19 × 1.6 mm)으로 둘러싸서 좌굴이 발생하지 않

게 설계하였다. 각관과 심재의 우측을 용접하여 인장과

압축 이력거동에서 좌측에서만 심재의 변위가 발생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Fig. 5).

Prototype에서 추출한 골조는 두 개의 기둥(400 × 300 mm)

과 한 개의 보(400 × 350 mm)로 구성되었고, 순경간이 4.6 m

이다(Fig. 1). 실험체는 골조를 1 : 5로 축소 설계하였고, 보

의 상부에 횡가력을 위한 가력보를 추가 하여(Fig. 6) 총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Table 3).

Fig. 7과 같이 상·하부 T형강을 골조에 고정시킨 후

좌굴방지가새를 T형강에 접합하였고, 상부 T형강은 고

정하는 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Fig. 8(a)는 접

합I의 고정형식이며 보 하부에만 앵커볼트(Ø8)를 12개

사용하였고, Fig. 8(b)는 접합II의 고정형식이며 하부에

앵커볼트(Ø8)를 4개 사용하고 측면에 보를 관통하는 앵

커볼트(Ø8)를 3개 추가하였다. FRP보강은 Table 4의 조

건으로 기둥 모서리를 가공하고, FRP 시트를 Fig. 9와

같이 기둥에 부착하여 보강하였다.

4. 재료 시험 및 실험 세팅

4.1 재료 시험

모델 콘크리트는 압축강도(fck)를 21 MPa로 배합설계
6)

Vfrp 2ffrp e,

tfrph θcot=

Vn Vc Vs+ 0.167 fc′ 0.8Ag( )
Ash fyhD′

s
---------------------- θcot+= =

fc′

Table 2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retrofit capacity

Capacity
 Before retrofit After retrofit

X-dir. Y-dir. X-dir. Y-dir.

Vn (kN) 151 192 420 551

Vp (kN) 92 130 - -

Pcomp (kN) 2,235 2,830

* Strength reduction factors were not applied.

Fig. 6 Dimension details of 1:5 scale model (unit: mm)

Table 3 Specimens

The name of specimens Retrofitted specimens

Bare frame Without retrofit

FRP+BRB1 FRP+BRB (Joint-I)

FRP+BRB2 FRP+BRB (Joint-II) Fig. 7 Detail of FRP+BRB2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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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1:5 축소율에 맞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5 mm로 맞추었고, 잔골재는 일반 모래를 사용하였다. 28일

평균압축강도 시험 결과 22.5 MPa의 강도로 나타났다.

Prototype 골조의 주근(D16)과 보조근(D10)을 축소율에

맞게 모델철근(D4,Ø2)을 사용하였다. D4는 일본에서 수

입한 모델철근이고, Ø2는 국산 경강선이다. 재료 시험

결과(Table 5, Fig. 10) 모델철근 D4의 항복강도는 실물

철근(D16)의 축소된 값과 유사하였고, 보조근으로 사용

되는 Ø2는 이 실험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열처리를 통한 항복강도를 맞추지 않고 사용하

였다.

4.2 BRB 요소 실험 및 부분 구조 실험 세팅

Fig. 11과 같이 일축 반전 가력 실험을 세팅하였고, 변형

률 0.45~2.0% 각각 2회씩 반복하여 제어하였다(Fig. 12).

Fig. 13과 같이 가력보 상부에 힌지를 놓고 유압 액추

에이터로 30 kN(0.15fck·Acol.)의 축력을 실험체에 가력하

였으며, 횡가력 유압 액추에이터와 가력보 사이에 힌지

를 두고 Fig. 14의 가력프로토콜에 따라 층고의 0.5~3.0%

까지 각각 2회 반복 제어하였다. 실험체가 면외 방향으

로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력보 양쪽에 롤러

를 설치하였다. 

Fig. 9 Application of FRP sheet

Fig. 10 Comparison of tensile test results

Table 5 Similitude in model reinforcements

Specimens Rebar
Yielding force

(Fy, kN)

Tensile strength

(Fu, kN)

Elongation

(%)

Prototype

(F/25)

D16 4.27 5.12 18.7

D10 1.45 1.81 15.4

1/5 scale 

model

D4 4.90 7.39 12.9

Ø2 4.12 5.81 5.1

Fig. 11 Axial reversed load test on BRB component

Fig. 12 Protocol of axial deformation for BRB component

Fig. 13 Experimental setup (Instrumentation)

Table 4 Application of FRP

Retrofit

type

Column

trimming

Install

angle
Layer

Distance

from footing

Ductility 5 mm 90
o

1 10 mm

Fig. 8 Anchor type of upper 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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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분 구조 실험 계측

횡력, 축력 유압 액추에이터 선단에 로드셀(LC1, LC2)을

각각 설치하였고, 실험체 하부 기초에는 직접 제작한 3

축 로드셀
7)
(1A~4A, 1X~4X)을 설치하여 축력과 횡력을

계측하였다. 가력보와 보의 중심에 층변위(D1, D2)를 계

측하였고, 기초에 들뜸(DU3~DU6)과 변위(D3, D4)를, 기

둥에 들뜸(DU1, DU2)과 축변위(DA1, DA2)를 계측하였

다. 좌굴방지가새(BRB)에는 대각 변위(DS1, DS2), 국부

변위(B1~B4), 상부 T형강의 미끄러짐(BS)을 계측하였다

(Fig. 13).

5. 실험 결과

5.1 BRB 요소 실험 결과

변형률 0.45%에서 심재가 항복(30 kN)하였고 1.35%까

지는 일정한 하중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1.8%부터 하중

의 증가(압축: 30.2 kN, 인장: 17.7 kN)를 보였고, 압축 방

향 가력에서 상대적으로 급격한 기울기로 증가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압축 방향 가력에서 단부 좌굴이 발생하였다

(Fig. 15).

좌굴방지가새를 AISC seismic provision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아래의 Fig. 16과 같이 평가하였다. 압축 및 인

장 항복강도 비의 경우 기준 값(1.3)을 초과하지 않았고,

누적 연성도의 경우 기준 값(200)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5.2 부분 구조 실험 결과

Fig. 17은 각 실험체의 횡하중(P)-횡변위(δ ) 이력을 보

여주고, Table 6에서 항복 및 최대 하중(kN)과 층고의

Fig. 15 Experimental response and fracture of BRB 

Fig. 16 Evaluation of BRB by AISC seismic provision

Fig. 17 Lateral load - story drift

Fig. 14 Lateral drift routines fo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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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변위에서 강성(k0.5%, kN/mm) 및 연성비를 비교하

였다. FRP + BRB2의 최대 강도(53.8 kN)는 순수 골조의 최

대 강도(10.7 kN)에 5배 크게 나타났고, 강성(11.6 kN/mm)

은 순수 골조의 강성(2.1 kN/mm)에 비해 5.5배 큰 값이

나타났다. 연성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순수 골조는 초기에 기둥과 보의 휨 균열이 다수 발생

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와 기둥 접합부 피복이 탈락하였

다. FRP+BRB1은 초기에 상부 T형강의 미끄러짐이 발생

하였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보-기둥 접합부에 전단 균

열이 확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부 T형강을 고정하던

앵커 볼트가 전단 파괴되었다. FRP+BRB2는 하부 T형강

의 좌굴 및 용접부에서 최종 파괴되었다(Table 7, Fig. 18).

좌굴방지가새의 변위는 Fig. 20과 같이 계측하였다. 가

새의 용접된 부분(B2, B4)은 Fig. 19와 같이 큰 변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새의 전체 대각 변위(DS1)에서 국부

변위의 합(B1+B2)을 제외한 변위(T., B.)는 상하부 T형

강과 골조 사이에서 발생된 변위이며, 상부 T형강의 미

끄러짐이 많았던 FRP+BRB1 실험체에서 더 큰 값이 나

타났다.

FRP+BRB1(접합I) 실험체는 상부 T형강의 미끄러짐을

계측하지 못하였지만 눈으로 약 10 mm 발생한 것을 확

인(Fig. 18(b))하였고, FRP+BRB2(접합II) 실험체에서는 상

부 T형강의 접합 형식을 바꾸어 미끄러짐을 1 mm까지

감소했다(Fig. 21).

5.3 비탄성 흡수 에너지

좌굴방지가새와 FRP 보강을 통한 RC골조의 보강 효

Table 6 Strength, stiffness, and ductility ratio

Specimens
Yield/ultimate

strength (kN)

Stiffness at 0.5%

displacement

(k0.5%, kN/mm)

Ductility

ratio

(δy / δu)

Bare frame 8.9/10.7 2.1
3.0

(6.2/18.9)

FRP+BRB1 43.1/54.3 11.2
2.3

(7.0/16.3)

FRP+BRB2 43.4/53.8 11.6
3.2

(5.0/15.8)

Fig. 18 Failure modes

Fig. 19 Lateral load - axial deformation of BRB

Table 7 Failure modes of specimens

Specimens
Final drift 

ratio (%)
Failure modes

Bare

frame
3.0

Beam-column crack and spalling of

conc. at joint, up-lift at column

FRP

+BRB1
3.0

Sliding of upper joint T, crack at joint

of beam-column

FRP

+BRB2
3.0

Buckling of bottom joint T, fracture of

welding T. Up-lift a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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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비탄성 변형 에너지 흡수 능력으로 비교해 보았다.

RC 골조의 하중-변위 이력에서 면적을 계산하여 Fig. 22

에서 에너지로 나타내었다. FRP+BRB1 실험체의 비탄성

변형에너지 흡수 능력(7,894 kN·mm)은 층고 2.5% 변위

를 기준으로 순수 골조의 흡수 능력(1,057 kN·mm)에 비

해 7.5배 큰 값이 나타났다. 접합I의 실험은 상부 T형강

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흡수 능력이 접합II에 비해 28%

(2,234 kN·mm) 줄어들었다.

5.4 실험 결과와 설계값의 비교

좌굴방지가새(BRB)의 단면설계에서 가정된 골조의 항

복강도(30 kN)는 FRP+BRB2 실험에서 확인된 항복강도

(43.4 kN)와 차이가 있었다. 일축 반전 가력 시험을 통해

얻은 좌굴방지가새의 항복강도(30 kN, Fig. 15)를 골조에

설치된 것(θ = 49, Fig. 3)으로 계산하면(30 kN × cos49 × 2

개 = 39.4 kN) 골조의 보강실험에서 확인된 항복강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좌굴방지가새의 단면 설계에서 결정

된 골조의 횡강성(24.2 kN/mm)은 FRP+BRB2 실험에서

확인된 초기(0.5%)의 횡강성(11.6 kN/mm)과 큰 차이를 가

졌다. 초기의 횡변위(2.89 mm)에 기초의 회전(−0.83 mm),

횡변위(−0.30 mm), 상부 T형강의 미끄러짐(−0.30 mm)을 고

려한다면, 초기의 횡강성이 22.6 kN/mm(33 kN/1.46 mm)

로 보정할 수 있고, 설계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23,

Table 8).

6. 기초 하부의 로드셀 수의 영향

보강 전후 필로티형 저층 집합주택의 지진응답 거동

비교 평가
8)
(Fig. 25)의 실험에서 Fig. 24(b)와 같이 로드

셀을 독립된 기둥 아래 1개를 설치하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지진실험에서 FRP+BRB의 보강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서 기초하부 로드셀의 수를 2개에서 1개로 감소

하여 추가 실험을 실시하고, 로드셀 2개의 경우와 비교

하며, 이를 다시 로드셀 1개를 가진 진동대 실험 결과와

Fig. 20 Local displacement of BRB

Fig. 21 Sliding at BS in Fig. 20

Fig. 22 Absorbed inelastic energy

Fig. 23 Components of lateral displacement (BRB+FRP2)

Table 8 Design value vs experimental result

Specimens
Yield strength

(kN)

Stiffness

(k0.5%, kN/mm)

Design value (tensile test) 30 24.2

 Axial reversed load test 39.3 - 

Retrofit 

tests of RC 

frame

FRP+BRB1 42.4 11.2

FRP+BRB2 43.2 11.6

FRP+BRB2

(revision)
43.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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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로드셀 1개를 설치한 실험(FRP+BRB3)의 결과 로드셀 2

개를 설치한 실험(FRP+BRB2)에 비해 강도(53.8 → 36.6 kN),

강성(11.6 → 6.0 kN/mm), 및 연성비(3.2 → 2.5)에서 모두 작

은 값을 가졌다(Fig. 26(a), (b), Table 9). 지진 실험(TAFT

0.187 g XY-dir.)을 통해 얻은 보강된 골조(Fig. 25(b)의 점

선 부분)의 강성(5.74 kN/mm, Fig. 26(c))은, 추가 실험에

서 얻은 강성(6.0 kN/mm, Fig. 26(b))과 유사함을 보였다.

이러한 강성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Fig. 27과 같이 로드

셀 1개가 설치된 실험(FRP + BRB3)에서는 로드셀 위의

기초가 횡변위 및 회전변위를 크게 일으켰기 때문이다.

7. 결 론

RC 골조의 성능(강도, 강성, 에너지 흡수 능력)을 향상

Fig. 25 Selected portion in shaking table test specimen (unit:

mm)

Table 9 Strength, stiffness, and ductility ratio

Specimens

Yield/ultimate

strength

(kN)

Stiffness at 0.5% 

displacement

(k0.5%, kN/mm)

Ductility 

ratio

(δy / δu)

FRP frame 8.3/13.2 1.9
2.3

(7.0/16.3)

FRP+BRB3 30.4/36.6 6.0
2.5

(6.0/14.7)

Shaking

table test

specimen

7.41

(max resistance)
5.74

1.29

(δmax)

Fig. 26 Lateral load (P)-displacement (δ) history

Fig. 24 Difference of loadcel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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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좌굴방지가새(BRB)와 FRP 보강 설계를 하

였고, 1:5 축소 실험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좌굴방지가새의 일축 반전 가력 실험 결과 변형률

0.45%에서 심재가 항복(30 kN)하였고 1.35%까지 일

정한 하중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1.8%부터 하중의

추가 증가(압축: 30.2 kN, 인장: 17.7 kN)를 보였고, 압

축 방향 가력에서 심재와 외곽재의 접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 기울기를 보였다. 최종 강

도는 2.0%에서 59.1 kN으로 나타났으며, 파괴 모드

는 단부좌굴로 나타났다.

2) 순수 골조는 보-기둥 접합부에 파괴가 집중되어 피

복이 탈락되었고, FRP+BRB가 보강된 골조에서는

골조와 상부 T형강 접합부에서 미끄러짐과 하부 T

형강의 좌굴로 파괴 형태가 나타났고, 기둥을 감싼

FRP 시트는 파괴되지 않았다. 

3) FRP+BRB(접합II)로 보강된 골조의 최대 강도(53.8 kN)

는 순수 골조의 최대 강도(10.7 kN)에 5배 크게 나타

났고, 강성(11.6 kN/mm)은 순수 골조의 강성(2.1 kN/

mm)에 비해 5.5배 큰 값이 나타났다. 비탄성 변형에

너지 흡수 능력(7,894 kN·mm)은 층고 2.5% 변위를

기준으로 순수 골조의 흡수 능력(1,057 kN·mm)에 비

해 7.5배 큰 값이 나타났다. 접합I의 실험은 상부 T

형강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흡수능력이 접합II에

비해 28%(2,234 kN·mm) 줄어들어 미끄러짐이 에너

지 흡수 능력에 큰 영향을 나타냈다.

4) 보강된 골조(FRP+BRB2)의 실험 결과 항복강도(43.2 kN)

는 설계항복강도(30 kN)와 압축부의 강도 증가 때

문에 차이가 나타났고, 강성(24.2 kN/mm)은 실험에서

얻은 강성(11.6 kN/mm)과 큰 차이가 있었다. 강성이

설계 값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상부 T형강

접합부의 미끄러짐, 기초의 횡변위와 회전변위가 추

가적인 횡변위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5) 기초하부 로드셀의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을때 항

복강도(43.1 → 30.4 kN)와 강성(11.6 → 6.0 kN/mm)은

줄어들었다. 기초 하부에 로드셀을 1개 설치한 지

진 실험(TAFT 0.187 g XY-dir.)에서 얻은 보강된 골조

의 강성(5.74 kN/mm)이 감소된 강성(6 kN/mm)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6) 좌굴방지가새를 RC골조에 보강하여 실험한 결과 접

합부의 미끄러짐 및 좌굴이 가새의 성능 발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좌굴방지가새를 건물에 적

용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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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필로티형 저층 RC 집합주택에서는 지진 발생 시 필로티층에 손상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필로

티층의 비틀림과 X, Y방향의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좌굴방지가새를 설치함과 동시에, 과도한 변형과 축력의

변동이 발생하는 외부기둥의 연성과 축성능, 전단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부기둥을 FRP로 보강하였다. 이와 같은 보

강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순수 골조와 FRP와 좌굴방지가새로 보강된 골조에 대한 반복 횡하중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 항복강도(43.2 kN)는 설계항복강도(30 kN)와 압축부의 강도 증가 때문에 차이가 나타났고, 강성

(11.6 kN/mm)은 설계강성(24.2 kN/mm)에 비하여 절반의 값을 가졌다. 이러한 강성의 차이는 골조와 가새의 접합부 사이

의 미끄러짐과 기초의 회전 및 횡변위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강된 골조의 에너지 흡수 능력은 순수 골조에 비해 7.5

배 향상되었다. 기초당 설치된 로드셀의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변화시키면, 횡강성이 11.6 kN/mm에서 6 kN/mm로 줄어

들었고, 이것은 단지 순수 골조의 강성에 3배에 지나지 않는다(2.1 kN/mm). 

핵심용어 :필로티형, 좌굴방지가새 (BRB), FRP, 비탄성 변형 에너지 흡수능력, 반복 횡하중 실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