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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ly constructed buildings are ensuring seismic safety with enhanced design criteria. But, the buildings unapplied 

enhanced design criteria are very weak. In this study, steel grid shear wall is proposed as a solution of seismic retrofit to ensure 

safety of the existing buildings for the earthquake. And the structural performanc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nder axial force 

and cyclic lateral loads. The two specimens were made of a reference RC frame and steel grid shear wall in-filled RC frame. The 

test setup configured with two dynamic actuators, for the axial force with a 500kN capacity actuator and for the cyclic lateral load 

applied with the 2,000kN actuator. Compared with control specimen, the strength, stiffness, ductility,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the seismic retrofit structures i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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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설계기 의 강화로 근래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진에 

한 안 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개정이 의 건축물은 내진설

계가 미반 되어 있어 지진에 해 매우 취약하다. 지 까지

의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는 RC 단벽이 철골건물

에서는 철골가새가 내진요소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RC 단벽은 높은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으나 항복 후 변

형능력이 떨어진다. 한 철골가새는 탄성역에서는 강도  

강성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지만 비탄성역에서는 가새

의 좌굴로 인하여 에 지흡수능력 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

다(Berman et al., 2003; Vian et al., 2009).

따라서 이에 한 하나의 안으로 얇은 강 을 이용한 

단벽을 생각할 수 있다. 강 은 강도와 강성이 높고 연성이 

우수하며, 자 이 작아서 단벽의 재료로 합하다고 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성능이 부족한 기존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의 안 성 확보를 한 내진보강 방안으로 격자강  

내진보강벽을 제안한다. 실험결과를 통해 벤치마크 실험체와 

비교하여 구조물의 강도, 강성, 연성  에 지소산능력을 평

가하 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9).

2. 실    험

2.1 실험체 제작

실험체는 벤치마크 용도로 보-기둥으로 구성된 순수 철근

콘크리트 임(Bench Mark with RC frame, 이하 

BM-RC)과 임 내부에 격자강  내진보강벽(Steel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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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pecimens

Fig. 2 Specimen Setting

Fig. 3 Load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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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auge Plan

shear Wall with RC frame, 이하 SW-RC)을 설치한 2

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SW-RC 실험체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① 랜지  웨  이트 단

② 스터드볼트  이트 합부 필렛용

③ SW-RC 실험체 완료  검수

④ 철근콘크리트 RC 임 천공  미컬 앵커 설치

⑤ SW-RC 실험체의 보강재 설치

⑥ 고강도 무수축 몰탈을 이용하여 이격공간 그라우

⑦ SW-RC 실험체 양생  제작완료

2.2 실험계획  방법

일정한 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평하  반복가력을 하

여 500kN 용량의 엑 에이터 2 와 2,000kN 용량의 엑

에이터 1 를 사용하 다(Fig. 2). 실제구조물을 모사하기 

하여 기둥  거더는 400mm×400mm으로 설계하 으며, 

기둥의 순높이는 1,900mm이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설계기

 압축강도는 21MPa이나, 압축강도 시험결과 25MPa를 

나타냈다.

구조물의 연성거동을 기 하기 하여 격자강  내진보강

벽에 사용된 강재는 SS400으로 재료시험결과, 항복강도는 

263MPa, 인장강도는 426MPa로 약 0.62의 항복비를 보

다. 한 웨 에서의 순차 인 선항복을 유도하기 해 폭

두께비등을 고려하여 랜지와 웨 의 두께는 각각 16mm, 

5mm를 사용하여 설계하 다.

SW-RC 실험체와 BM-RC 실험체의 구조 성능실험은 변

제어방식으로 ±0.001rad에서 ±0.03rad까지 각 3 Cycle

씩 단계별로 재하하 다(ATC-24, 1992).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체의 수평방향 변 와 슬립

(Slip)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LVDT(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상단과 하단에 각각 설치하

다. 한 Fig. 4와 같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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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auge Installation

Fig. 6 Yiel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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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ysteresis Loops for SW-RC Specimen

Drift Angle

(rad)

BM-RC SW-RC Ratio(%)

(A)

(kN/mm)

EDC(A')

(kN·mm)

(B)

(kN/mm)

EDC(B')

(kN·mm)
(B)/(A) (B')/(A')

±0.001 38.70 37.60 164.78 227.00 425.79 603.78

±0.002 38.49 150.14 160.68 634.82 417.46 422.82

±0.003 33.99 352.14 130.13 2,079.10 382.85 590.43

±0.005 27.39 869.60 97.06 6,935.20 354.36 797.52

±0.010 19.08 2,943.87 58.51 23,811.00 306.66 808.83

±0.015 13.93 4,864.63 43.21 42,669.67 310.19 877.14

±0.020 10.92 6,751.67 32.68 58,358.67 299.27 864.36

±0.025 8.61 7,987.50 24.81 71,766.33 288.15 898.48

±0.030 6.94 9,900.83 17.62 73,657.00 253.89 743.95

Table 2 Comparison of Effective Stiffness and EDC

Specimen
Yield Strength

(kN)

Ultimate Strength

(kN)

Yield Stiffness

(kN/mm)

Ultimate Stiffness

(kN/mm)

BM-RC
PUSH(A) 381.24 423.60 42.45 8.93

PULL(A') -423.18 -470.20 42.49 12.44

SW-RC
PUSH(B) 1,201.05 1,334.50 150.89 35.36

PULL(B') -1,177.20 -1,308.00 212.49 34.66

Ratio(%)
(B)/(A) 315.04 315.04 355.41 395.76

(B')/(A') 278.18 278.18 500.12 278.70

Table 1 Comparison of Yield Strength, Ultimate Strength, Yield Stiffness and Ultimate Stiffness

하기 해 1축 게이지를 설치하 고 내부 웨  이트의 

항복순서를 악하기 하여 3축 게이지를 부착하 다.

3. 실험결과

3.1 실험체의 이력거동

SW-RC 실험체의 경우 상한 바와 같이 랜지나 용

부에서 단 는 항복이 발생하기 이 에 각 내부 웨 이 

순차 인 항복을 하며 Fig. 7과 같이 극한강도 이후에도 안

정 인 연성거동을 나타내었다.

항복 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실험에서의 포락선를 이선형으로 가정하여 Fig. 6

과 같이 A와 B의 면 이 동일하게 되는 지 으로 정하 다.

항복강도, 극한강도, 항복강성  극한강성을 Table 1에 

정리하 다. SW-RC 실험체는 BM-RC 실험체 비 항복강

도가 정방향(+)에서 3.15배, 부방향(-)에서 2.78배정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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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Resilience

(kN·mm)

Ductility

(kN·mm)

Toughness

(kN·mm)

BM-RC
PUSH(A) 1,711.77 25,405.83 27,117.60

PULL(A') 2,107.44 26,893.09 29,000.53

SW-RC
PUSH(B) 4,780.18 59,139.70 63,919.88

PULL(B') 3,207.87 62,014.90 65,222.77

Ratio
(B)/(A) 2.79 2.33 2.36

(B')/(A') 1.52 2.31 2.25

Table 4 Ductility Capacity based on 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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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ysteresis Loops for SW-RC Specimen

Specimen
Yield Disp. 

(mm)

Ultimate 

Disp.(mm)

Ductility

(mm/mm)

BM-RC
PUSH 8.98 75.62 8.42

PULL -9.96 -73.51 7.38

SW-RC
PUSH 7.96 57.20 7.19

PULL -5.45 -58.13 10.67

Table 3 Ductility Capacity based on Displacement

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 항복강성은 정방향(+)에

서 3.55배, 부방향(-)에서 5.01배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RC 실험체의 유효강성은 

벤치마크 실험체(BM-RC)에 비하여 각 Cycle에 따라 253.89%

에서 425.79% 정도 향상되었고, EDC(Energy Dissipated 

per Cycle) 역시 평균 734.15% 증가하여 보강 에 비하여 

보강 후 에 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2 연성능력 평가

부재가 비례한도까지 흡수할 수 있은 변형에 지를 복원계

수(Modulus of Resilience)라고 정의하고, 항복이후 괴

에 이르기까지 큰 소성변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성

(Ductility)이라고 정의한다. 부재가 외력을 받아 기부터 

괴 시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인성(Toughness)으로 

정의되며, 복원계수와 연성의 합으로 산정된다.

다음의 Table 3과 Table 4와 같이 SW-RC 실험체와 

BM-RC 실험체의 하여 연성능력을 변형능력 측면와 에

지소산능력 측면에서 평가하여 정리하 다. 복원계수 산정 

시 구조물의 비례한도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하여 항복 시까지 

에 지면 으로 산정하 다.

변 에 따른 연성능력은 극한변 와 항복변 의 비로 정의

된다. 항복변 의 산정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극

한변 는 최 하 이 20% 감소되는 값에 응하는 변 로 

정의하 다. 성능실험을 안 상의 이유로 0.03rad에서 단

하여 최 하 이 20% 감소되는 시 에서의 변 는 실험결과로

는 도출이 불가하여 이력곡선의 추세를 분석하여 측하 다.

최 변 와 항복변 로 평가된 SW-RC 실험체의 연성능

력은 정(+)방향에서는 BM-RC 실험체보다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방향에서는 10.67로 약 1.45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에 지소산능력으로 평가된 연

성능력은 SW-RC 실험체는 BM-RC 실험체 비 정(+)방

향에서 2.33배, 부(-)방향에서 2.31배로 거의 동일한 값으

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변 로 평가된 연성능력은 정방향에서 BM-RC 실험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복 이후 에 지소산능력으로 평

가된 연성능력은 SW-RC 실험체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체 으로 하 -변  이력곡선을 볼 때 항능력이 없이 

변 만 많이 발생한다고 연성능력이 좋다고 평가되기는 어렵

기 때문에 SW-RC 실험체의 연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설    계

기본 으로 SW-RC 실험체는 랜지 이트의 압축강

도와 용 강도( 랜지와 랜지 간, 랜지와 웨  간)는 웨

 이트의 단강도보다 충분히 커서 웨 이 단항복

에 도달할 때까지 항복 는 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하 다. 언 한 바와 같이 웨 의 두께는 5mm, 크

기는 심간 거리로 300mm×300mm이며, 랜지 의 두께

는 16mm, 폭은 200mm이다.

4.1 웨  단강도

SW-RC 실험체의 내부 웨  설계단계는 크게 웨  

좌굴계수 산정, 단좌굴 감소계수 산정, 그리고 설계 단강

도 산정의 차로 수행된다. 웨 좌굴계수 는 패 비에 



박정우․심기철․박진 ․이 학․김희철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6호(2012.12) 529

0.00

0.25

0.50

0.75

1.00

0 50 100 150 200 250 300

W
eb

 S
he

ar
 C

oe
ffi

ci
en

t 
( C

v
)

Web Slenderness ( h/tw )

Web Slenderness and Shear Buckling Coefficient 
Relationship Curves

Fig. 9 Web Shear Coefficient()

따라 다음의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1)

    3.0 는    



   
 





인 경우는   5

를 용할 수 있으나 SW-RC 실험체의 내부 웨 요소는 정

사각형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AISC, 2005).

여기서,    는 수직 랜지과 수평 랜지의 순간격의 비

이다. SW-RC 실험체의 랜지 간 순간격은 동일하므로 웨

좌굴계수는 10이다.

단좌굴 감소계수 는 상기의 웨 좌굴계수를 고려하

여 3가지 한계상태(웨 항복, 웨 비탄성좌굴, 웨 탄성좌

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     인 경우

   (2)

②          ≤     인 경우

 

    
 (3)

③         인 경우

   
 

  
 (4)

Fig. 9는 SW-RC 실험체에 용된 강재의 항복강도와 탄

성계수를 용하여    에 따른 단좌굴 감소계수의 변화

를 도시화한 그래 이다. 실험체의    는 56.8(=284/5)

이므로 감소계수는 1.0임을 알 수 있다.

내부 격자강 의 1유닛의 설계 단강도  는 다음의 

식 (5)와 같이 산정한다.

       (5)

여기서, 강도감소계수  는 항복에 한 검토이므로 0.9를 

사용한다. 상기와 같이 과정으로 웨  1유닛의 설계 단강

도를 산정하면 213.03kN이다.

4.2 랜지 압축강도

내부 랜지 의 공칭압축강도는 은 휨좌굴에 한 2가

지 한계상태(비탄성좌굴, 탄성좌굴)에 기 하여 다음의 식 

(6)과 같이 산정한다.

    (6)

압축재의 휨좌굴강도 은 다음의 식 (7)과 식 (8)과 같

이 산정한다.

① 


≤  




 는  ≥  인 경우

 







 



 (7)

② 


  




 는    인 경우

   (8)

여기서,  


 




이다.

압축력을 단력으로 웨 에 달하는 랜지 의 유효좌

굴길이계수 의 산정에 있어 Jackson-Moorland의 chart를 

이용하는 방법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이므로 신 Dumon-

teil, P.가 제안한 유효길이계수의 간단한 산정식을 사용하 다

(Dumonteil, 1992; Park et al., 2002).

횡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발생하는 경우의 유효좌굴

길이계수는 다음의 식 (9)와 식 (10)과 같이 산정한다.

① 웨 이 횡방향구속에 기여를 하는 경우

    

   
 (9)

② 웨 이 횡방향구속에 기여를 못하는 경우

  


 

   
(10)

SW-RC 실험체의 내부 격자강 은 폭, 두께, 길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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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exural Buckling Stress()

Fig. 11 Specimen Failure Mode for BM-RC Specimen

Fig. 12 Specimen Failure Mode for SW-RC Specimen

Fig. 13 Steel Plate Buckling

여 상하좌우 칭구조물이므로 수직 랜지의 휨강성과 수평

랜지의 휨강성은 동일하므로 식 (9)와 식 (10)에서 두 

의 강성비(, )는 1.0이다.

따라서 유효좌굴길이계수는 웨 이 횡방향구속에 기여를 

하여 횡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0.7778이며, 횡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1.3416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웨

에 의해 랜지가 횡지지 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유효길

이계수를 1.3416으로 정하 다.

세장비의 변화에 따른 휨좌굴강도는 Fig. 10에서 보는 바

와 같으며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강재의 항복강도는 재료

실험결과 263MPa이므로 세장비가 0에 가까울수록 항복강

도에 근 함을 알 수 있다.

랜지 의 약축과 강축의 세장비는 각각 82.5, 6.6이며 

이에 따른 휨좌굴강도는 약축에서 181.62MPa, 강축에서는 

262.38MPa로 산정된다(Fig. 10).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과

정으로 약축에 한 SW-RC 실험체의 랜지 1개의 설계압

축강도를 산정하면 523.08kN이다. 여기서, 강도감소계수 

는 항복에 한 검토이므로 0.9를 사용하 다. 웨 의 

설계 단강도는 213.03kN이므로 내력비는 0.41로 충분히 

크게 설계되었다.

5. 괴모드

Fig. 11과 Fig. 12는 각각 BM-RC 실험체와 SW-RC 

실험체의 최종 손상상태이다. 한 Fig. 13은 부방향(-) 가

력상태에서의 내부 웨 의 종국모습이다. 측한 바와 같

이 랜지 의 압축강도와 용 강도는 웨 의 단강도보

다 충분히 커서 웨 이 단항복에 도달할 때까지 항복 

는 단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하 재하에 따라 웨 의 순

차 인 항복, 좌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축 스트 인 게이지를 웨  면 앙부에 5개를 설치

하고, 후면에는 13개를 부착하여 각각 웨 이 항복변형률

에 도달했을 때를 기 으로 하  값을 구하 으며,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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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단계 항복강도 웨  수량 비 고

1 700kN 3 Ea Group 1

2 850kN 4 Ea Group 2

3 1,000kN 3 Ea Group 3

4 1,150kN 2 Ea Group 4

5 1,200kN 1 Ea Group 5

Table 5 Yield Stage of SW-RC Specimen

하  값을 보인 웨 으로 그룹을 지어 순서 로 5단계로 

구분하 다(Table 5). 약 700kN의 횡력이 작용하 을 때 

3개의 웨 이 기항복을 하 으며, 약 1,200kN에서 마

지막 웨 까지 항복을 하 다. 항복단계에 따른 항복강도

의 변화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약 150kN씩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4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약 

50kN이 증가하 다. 체 으로 Fig. 13에서 알 수 있듯이 

항복의 일정한 패턴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떠한 

순차 인 항복단계를 거쳐 종국내력까지 연성 인 거동을 발

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격자강  내진보강벽과 비보강벽과의 비교

실험을 통해 강도, 강성, 연성  에 지소산능력 등을 평가

하여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SW-RC 실험체는 BM-RC 실험체 비 항복강도가 정방

향에서 3.15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항복강성은 

3.55배 향상되었다. 에 지소산면  역시 평균 7.34배 증가

하여 보강 에 비하여 보강 후 에 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

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변 로 평가된 연성능력은 정방향에서 BM-RC 실험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복 이후 에 지소산능력으로 평

가된 연성능력은 SW-RC 실험체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하 -변  이력곡선을 볼 때 항능력 없이 변

만 많이 발생한다고 연성능력이 좋다고 평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SW-RC 실험체의 연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능실험은 안 상의 이유로 ±0.03rad에서 종료하 지만 

비선형 이력곡선의 추세를 보았을 때 추가 인 연성거동이 

상되어 지진에 지 흡수능력을 더욱 기 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상기의 실험결과와 같이 강도, 강성, 연성  에 지소산

능력이 뛰어난 격자강  내진보강벽을 신축 는 내진보강을 

한 보수·보강에 용한다면 내진성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추가 인 변수를 고려하여 비선형성을 고려한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실험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의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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