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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강구조 건축물의 횡력지지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 벽이

나 가새골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벽

이나 가새골조를 대체하는 횡력시스템으로서 강판벽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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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5)강판벽은 철근콘크리트 벽에 비하여 기초의 경량화, 

빠른 시공, 작은 지진하중, 얇은 두께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가새골조에 비하여 큰 변형능력, 얇은 두께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강판벽은 197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주로 

고층건물의 내진구조로 사용되어 왔다. 강판벽은 조기국부좌굴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주기하중을 받는 골조강판벽의 실험연구

Framed Steel Plate Wall subject to Cyclic Later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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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스티프너가 없는 얇은 강판을 사용한 골조강판벽 시스템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 1경간 3층의 골조강판벽에 주기횡하중을 

재하하 으며, 주요한 실험 변수는 강판의 두께, 기둥의 강도이다.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강판벽의 강도, 변형능력, 에너지 소산능력을 연구하

으며, 이를 토대로 골조강판벽의 파괴메카니즘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얇은 강판을 사용하는 골조강판벽은, 높은 강도, 낮은 연성능력, 캔틸레

버거동특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가새골조나 스티프너 보강된 강판벽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거동특성을 나타낸다. 골조강판벽에서는 강판의 조

기국부좌굴과 인장응력장 작용이 발생하면서, 전 층에 고르게 항복변형이 분포된다. 이로 인하여 변형형태는 휨변형과 전단변형의 복합형태를 

나타내며, 우수한 강도 및 에너지 소산능력과 연성모멘트 골조에 버금가는 변형능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새골조와는 달리 보, 기

둥 등의 골조부재는 강판의 인장응력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둥의 강도가 작고 콤팩트 단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는 약층현상이 발생하며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얇은 강판을 사용하는 골조강판벽은 일반적인 가새골조나 스티프너 보강 강판벽과는 차별

되는 우수한 변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연성내진구조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study the cyclic behavior of framed steel walls with thin web plates. Five specimens of 

single-bay and three-story steel plate walls were tested for cyclic lateral load. The parameters for the test specimens included the plate 

thickness and the column strength.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 strength, deformabil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the framed 

steel walls were studied.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framed steel walls with thin web plates were 

different in many aspects from those of the conventional braced frame, and the steel wall with a stiffened web plate exhibited cantilever 

action, high strength, and low ductility. With the framed steel plate walls, local plate buckling and tension-field action developed in the 

thin web plates, and plastic deformation was uniformly distributed along the wall's height. As a result, the framed steel plate walls 

exhibited combined flexural and shear deformation, but they also showed high strength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Moreover, such 

walls have high deformability, which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conventional moment frame. Frame members such as columns and 

beams, however, must be designed to resist the tension-field action of the thin web plates. If the column does not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if its sections are not compact enough, the overall strength of the framed steel wall might be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soft-story mechanism. The framed steel walls with thin web plates have advantages, such as high deformability and 

high strength. Therefore, they can be used as ductile elements in earthquake-resistant systems.

핵 심 용 어：강판벽, 주기하중, 연성, 국부좌굴, 인장응력장작용

KEYWORDS：steel plate wall, cyclic load, ductility, local buckling, tension-fiel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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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강성 및 강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적용 초기에는 강판

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프너로 보강된 강판벽

(Aoyama, 1984)을 사용하 으나 스티프너 설치에 따른 경

제성 및 시공성의 문제로 인하여 강판벽이 널리 이용되지 않

았다. 

이후 스티프너가 없는 얇은 강판을 사용하는 강판벽이 매우 

우수한 강도 및 변형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romposch, 1987) 일반적으로 강판벽은 기둥, 보 등의 강

성이 큰 골조와 웨브 강판으로 구성되는데, 골조의 큰 휨 강

성으로 인하여  얇은 웨브강판이 인장응력장(tension-field)

을 형성하여 시스템의 강도 및 연성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러한 얇은 강판을 사용하는 골조강판벽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Chen,1988; Xue,1994; Elgaaly,1998; Rezai, 

1999; Lubell,2000; Kulak,2001; Driver,2001; Astaneh-Asl, 

2001; Berman,2003)

Thorburn(1983)은 강판의 인장응력장을 인장스트립(tension 

strip)으로 치환하는 스트립 모델(strip model)을 제안하여 캐

나다 기준(CSA, 2001)에 채택되었다. Caccese(1993)와 Elgaaly 

(1993, 1997)는 보강판을 대지 않은 다층 강판벽에 대한 실험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하 다. 그 결과, 실험체는 층간 변위각

(story drift) 2%의 뛰어난 연성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시

스템의 강도와 에너지 소산능력은 내부 강판이 얇은 경우 강

판의 두께에 의해 결정되고 내부 강판이 두꺼운 경우 기둥의 

안정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 다. Driver(1997, 1998a, 

1998b)는 4층 대형 강판벽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

과 전단력에 대한 웨브강판의 저항력에 의하여 보-기둥접합부

의 취성파괴가 줄었으며,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기둥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강판벽의 파괴모드, 

변형능력, 에너지 소산능력의 변화를 연구하고 추후 설계법 

개발 및 내진설계기준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골조 강판벽의 성능에 중

요한 향을 미치는 기둥의 향과 각 부재설계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실험체는 보강판을 대지 않은 3층 프로토타입 강판벽의 1/3 

축소모델로 제작하 다. 주요 실험변수는 강판의 두께와 기둥

의 강도로서, 강판은 2, 4, 6mm를 사용하 다. 공통적으로 

가로 1500mm, 세로 1000mm, 형상비 0.67의 강판을 사용

하 으며, 외부 골조는 SM490강을 사용하여 조립부재(built-up 

section)로 제작하 다. 1, 2층 보로서 H-200x200x16x16을 사

용하 고, 가력기에 연결된 상부보로서 H-400x200x16x16을 

1500250 250

400

1000

1000

1000

200

200

3800

420

lateral 
support

lateral 
support

1500250 250

400

1000

1000

1000

200

200

3800

420

lateral 
support

lateral 
support

그림 1. 강판벽 실험체

표 1. 강판벽 실험체 구성

실험체 명 강판 강종
강판의 두께

(폭-두께비)
기둥 종류

SC2T SS400 2mm (750) H-250x250x20x20

SC4T SM490 4mm (375) H-250x250x20x20

SC6T SM490 6mm (250) H-250x250x20x20

WC4T SM490 4mm (375) H-250x250x9x12

WC6T SM490 6mm (250) H-250x250x9x12

그림 2. 실험체 가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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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내부강판에 비해 강한 기둥으로 H-250x250x 

20x20을 사용하여 SC계열 실험체를 구성하 고, 약한 기둥

으로 H-250x250x9x12를 사용하여 WC계열 실험체를 구성

하 다. 강판과 기둥에 대한 실험체 재료변수는 표 1에, 실험

체의 크기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최상층 보에 3000 kN 용량의 가력기를 설치하여 가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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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체 가력계획은 그림 2와 같다. 해석연구결과 실험체

들의 항복변위가 평균 15mm(3층 변위기준)인 것으로 예측되  

    

표 2. 인장시편 실험결과(평균)

시편 명
두께
(1)
(mm)

항복응력 
(2)
(MPa)

최대응력
(3)
(MPa)

연신율
(4)
(%)

항복비
(5)=(2)/(3)x100

(%)

SS400, 2T 2.42 341 440 36.60 77.54

SM490, 4T 4.49 382 458 34.46 83.31

SM490, 6T 6.50 378 506 32.81 74.65

SM490, 9T 8.95 360 512 39.43 70.30

SM490,12T 11.73 441 571 35.85 77.41

SM490,16T 16.04 337 524 43.28 64.45

SM490,20T 20.19 326 517 42.82 63.02

그림 3. 인장시편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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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C4T 하중(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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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C6T 하중(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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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체별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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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δ y를 기준으로 0.2δ y, 0.4δ y, 0.6δ y, 0.8δ y, δ y, 

1.5δ y, 2δ y, 3δ y, 4δ y, 6δ y, 8δ y를 목표변위로 계획하고 동

일한 변위에 대하여 가력을 3회 반복하 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인장시편 실험결과는 표 2, 그

림 3에 나타나 있다. 동일 재료에 대해 두개의 인장시편을 제

작하여 인장시편실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편 실험결과 재료는 

공칭항복강도와 공칭최대강도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

었고, 특히 연신율이 매우 크게 측정되었다.

3. 실험결과

3.1 거동 특성

그림 4는 실험체들의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실험체들은 모멘트 골조에 비해 

뛰어난 초기강성과 우수한 강도를 보 다. 이력곡선에서 핀칭

(pinch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각 사이클마다 많은 양

의 에너지를 소산하 다. 또한 강판벽 실험체들은 최대 층간

변위각이 2.6%∼3.4%에 이르는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 준연

SC실험체들(그림 4(a), (b), (c))은 항복강도에 도달한 이후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정적인 거동을 보인 반면, WC

실험체별 초기 항복점, 최대 하중점, 최대 변위점에 대한 자료

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초기 항복점은 주기거동에 의하여

구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정의하 고 이 점에서

의 강성을 시스템의 초기 항복 강성으로 간주하 다. 파괴시 

최대 층간변위각은 2.6∼3.4%이었다. 반면 SC실험체의 최대 

하중에 해당하는 층간변위각은 2.5∼3.2% 으며 강도가 감소

하는 WC실험체는 0.8∼0.9%에 불과하 다.

  

(a) SC2T                       (b) SC4T

그림 5. 최종 변형 (SC계열 실험체)

그림 5는 SC계열 실험체의 최종 변형을 나타내는데, SC계

열 실험체들은 모든 층에서 강판의 좌굴 및 소성변형이 발생하

여 소성변형 역이 실험체 전체로 분산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2T, 4T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모든 강판이 균일

한 소성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골조부재가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하 으며 강판에 소성변형이 발생한 후 모멘트골조 거동

(moment frame action) 형태의 전단 변형이 진행되었다.  

6T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1층 강판에서 소성변형이 두

드러지며 2, 3층 강판에서의 소성변형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았다. 이는 강판의 큰 전단강도로 인하여 캔틸레버 거동이 우

세하여 1층에서 소성힌지 역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1층부 기둥의 변형형태(그림 7(c))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SC계열 실험체별 각층 패널의 최종 좌굴형태이다. 

2T, 4T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패널의 좌굴이 각층에

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6T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

표 3. 실험결과

실험체

최대 하중점 최대 변위점

정방향(+) 부방향(-) 정방향(+) 부방향(-)

P max (kN) δ (mm) 층간변위각(%) P max (kN) δ (mm) 층간변위각(%) P (kN) δ max (mm) 층간변위각(%) P (kN) δ max (mm) 층간변위각(%)

SC2T 1721 113.6 3.2 -1663 -90.1 2.6 1599 120.6 3.4 -1338 -120.6 3.4

SC4T 2480 87.6 2.5 -2532 -91.1 2.6 2409 151.6 4.3 -2532 -91.1 2.6

SC6T 3020 90.1 2.6 -3021 -90.1 2.6 3000 91.6 2.6 -2990 -90.6 2.6

WC4T 1520 30.0 0.9 -1526 -30.0 0.9 1147 91.1 2.6 -983 -90.6 2.6

WC6T 1670 29.0 0.8 -1682 -28.0 0.8 715 90.6 2.6 -918 -90.6 2.6

실험체

초기 항복점 및 강성
P max/Py δ max/δ y정방향(+) 부방향(-)

P y (kN) δ y (mm) 층간변위각(%) k y (kN/mm) P y (kN) δ y (mm) 층간변위각(%) k y (kN/mm) 정방향 부방향 정방향 부방향

SC2T 473 5.5 0.16 86 -515 -6.0 0.17 86 3.64 3.23 21.9 20.1

SC4T 1348 12.0 0.34 112 -1446 -12.5 0.36 116 1.84 1.75 12.6 7.29

SC6T 1705 15.5 0.44 110 -1776 -14.5 0.41 122 1.77 1.70 5.91 6.25

WC4T 1074 12.5 0.36 86 -1060 -11.5 0.33 92 1.42 1.44 7.29 7.88

WC6T 1188 12.5 0.36 95 -1163 -11.5 0.33 101 1.41 1.45 7.25 7.88

  1) 초기 항복 강성 k y  = Py/δ y 2) 층간 변위각 = 3층 횡변위를 가력점의 높이로 나눈 값



주기하중을 받는 골조강판벽의 실험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16권 6호(통권 73호) 2004년 12월 785

  

3층 패널              2층 패널              1층 패널
(a) SC2T

  

3층 패널              2층 패널              1층 패널
(b) SC4T

  

3층 패널              2층 패널              1층 패널
(c) SC6T

그림 6. 패널별 최종 변형(SC계열 실험체)

표 4. 내부강판 면외방향 최대변위(SC계열 실험체)

실험체 1층 패널 2층 패널 3층 패널

SC2T 50 mm 77 mm 65 mm

SC4T 40 mm 45 mm 40 mm

SC6T 70 mm 45 mm 20 mm

우 소성힌지 역인 1층 패널에서 좌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 이는 표 4에 나타난 각층 패널의 면외방향 최대변위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각 실험체의 1층부 기둥의 최종 변형 형태이며, 

사진에서 검은색 부분이 소성변형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SC2T의 경우 기둥 하부에서 소성힌지가 형성되는 모멘트 골

조 거동이 우세하 고, SC6T에서는 기둥이 축방향으로 항복

하여 캔틸레버 거동이 우세하 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SC4T

의 경우에는 모멘트 골조 거동과 캔틸레버 거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은 WC계열 실험체의 최종변형을 나타내는데 작은 기

둥 단면을 갖는 WC계열 실험체들은 강판의 좌굴과 항복이  

1층 패널에 집중되는 형태의 변형을 보인다. 1층 기둥이 조기

에 국부좌굴을 일으키고, 1층부에서 손상이 집중되어 실험체 

전체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두꺼운 강판을 사용한 경우 

성능의 감소가 보다 두드러진다. 

그림 9는 WC4T 실험체 1층 패널의 사이클별 변형형태이

다. +16사이클에서 1층 패널의 좌굴이 관찰되었고 +19사이

클에서 기둥 플랜지에 국부좌굴이 발생한 후 +23사이클, 

+30사이클에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좌굴이 진전되었다. 

사이클별 1층부 기둥 변형이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19

사이클에서 기둥의 플랜지의 국부좌굴이 최초로 발견되었다.

  

(a) SC2T             (b) SC4T             (c) SC6T

그림 7. 1층부 기둥 최종 변형(SC계열 실험체)

그림 8. 최종 변형(WC4T)

 

 

그림 9. WC4T 주기별 패널 좌굴 형태

+3 +16

+23 +30

이후 +23사이클, +30사이클에 나타난 형태로 기둥의 국부

좌굴이 진행되었다. 그림 4(d)에 나타난 WC4T 실험체 하중-

변위 이력곡선에서 기둥의 국부좌굴이 발생된 +19사이클 이

후 실험체의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기둥의 국부좌굴

이 시스템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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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9사이클(기둥좌굴)      (b) +23사이클        (c) +30사이클     

그림 10. WC4T 주기별 1층 기둥 좌굴 형태

3.2 파괴모드

실험체의 파괴모드를 관찰한 결과, 기둥의 국부좌굴, 기둥 

하단부 용접 파괴, 보-기둥연결부 용접파괴 등 3가지의 취성

파괴모드가 발생하 다.

기둥의 국부좌굴은 비콤팩트 단면(non-compact section)을 

사용한 WC계열 실험체에서 발생하 다. WC계열 실험체는 가

력 초기에 최대 강도에 도달하 으며 기둥에 국부좌굴이 발생

하면서 시스템의 강도가 감소하 다. 이로 인하여 국부좌굴이 

발생한 1층부에서 약층 현상(soft story mechanism)이 일어났

으며, 두꺼운 강판을 사용한 경우 강도 저하현상이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변형능력이 우수한 SC계열 실험체는 기둥 하단부나 보-기둥 

연결부에서 용접 파괴가 발생했다. 기둥 하단부 용접 파괴(그

림 11)는 SC2T, SC6T 실험체에서 발생하 다. 인장측 기둥의 

바깥쪽 플랜지에서 용접 파괴가 시작되어 웨브부분으로 파괴

면이 확장되었다.

보-기둥연결부 용접 파괴(그림 12)는 SC2T 실험체에서 발생

하 다. 보-기둥 연결부에 설치된 스티프너 용접과 기둥내부 

웨브-플랜지 용접이 파괴되었으며 파괴면 A, C에서는 하부 스

티프너, 파괴면 B에서는 상부 스티프너가 파괴되어 보에서 전

달된 과도한 내력에 의해 파괴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시스템의 강도 및 연성능력에 큰 향을 미치지 않

는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하 다. 주기하중재하에 의해 강판의 

좌굴방향이 반복적으로 교차함에 따라 강판의 중앙에 국부적

으로 발생하는 균열(그림 13(a)), 피쉬플레이트의 용접 파괴(그

림 13(b)), 피쉬플레이트 용접 파괴가 확장하여 강판과 피쉬플

레이트와의 용접면이 최소 10mm에서 최대 200mm까지 찢어

지는 파괴(그림 13(c))등이 발생하 다. 그러나 이러한 강판의 

국부적인 파괴에도 불구하고 인접 강판으로 하중재분배가 원

활히 발생하여 시스템의 강도 및 연성능력에는 큰 향을 주

지 않았다.

 

(a) SC2T                      (b) SC6T

그림 11. 기둥 하단부 용접면 파괴

 

(a) 파괴위치                     (b) 파괴면 A 

그림 12. 보-기둥 연결부 파괴 (SC2T)

(a) 인장응력장 교차점 균열
 

(b) 피쉬플레이트 용접 파괴
 

그림 13. 강판의 국부파괴

(c) 강판과 피쉬플레이트 

용접 파괴

4. 실험결과의 분석

4.1 연성능력

표 5는 각 실험체의 변형능력을 비교하고 있다. 강판벽 실험

체의 최대 층간변위각은 대체로 0.026 radian 이상으로서, 표 6

에서 나타난 준연성모멘트 골조의 접합부 허용 변형과 유사한 

값이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상세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

모멘트 골조의 변형능력인 0.04 radian 이상의 층간변위각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에 따르면 약층

이 발생하는 WC 실험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연성능력을 발휘

하 다. 이와 같이 골조강판벽은 우수한 강도뿐만 아니라 탁월

한 연성능력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골조강판벽은 우수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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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형능력을 보이는 가새골조, 철근콘크리

트 전단벽 등 기존의 횡력지지 구조시스템과 차별된다.

표 5. 강판벽 실험체의 최대 층간 변위각

실험체 명
파괴전 최대변위
( δ max )

파괴전 층간 변위각
(drift 

ratio, δ max /h S)

SC계열 실험체 90∼120 mm 0.026 ∼0.034 radian

WC계열 실험체 90 mm 0.026 radian

Caccese & Elgaaly(1993) 45∼136 mm 0.018 ∼ 0.054 radian

Driver(1997)  155 mm 0.044 radian

표 6. AISC 내진 기준(1997)의 보-기둥 연결부 허용 변형각

골조 방식 허용 변형각(rotational angle)

준연성모멘트 골조 0.02 radian

특별모멘트 골조 0.04 radian

4.2 에너지 소산능력

그림 14는 실험체의 에너지소산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SC 

계열 실험체의 변위 90mm(층간 변위각 = 2.57%)에서 각 강판 

두께에 따른 평균 에너지 소산량의 비율은 SC2T : SC4T : 

SC6T = 1 : 1.68 : 2.05 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WC계열 

실험체의 변위 60mm(층간 변위각 = 1.71%)에서 평균 에너지 

소산량의 비는 WC4T : WC6T = 1 : 0.95 비율로 거의 차이가 

없다. SC계열과 WC계열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량을 비교해 보

면, 변위 60mm (1.71%)에서의 평균 에너지 소산량이 WC4T : 

SC4T = 1 : 1.28, WC 6T : SC6T = 1 : 1.71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SC계열 실험체는 모든 강판에 인장응력장이 형성되어 에너

지를 소산하므로 강판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산능

력이 크게 증가한다. 다만 캔틸레버 거동에 가까운 SC6T 실험

체의 경우 1층 강판에 변형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2, 3층 강

판의 에너지소산에 대한 기여도가 SC2T, SC4T에 비해 크지   

 

그림 14. 에너지 소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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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따라서 6T 강판벽에서는 강판 두께 변화에 따른 에

너지 소산량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WC계열 실험체는 하부 기둥의 항복에 의하여 1층 약

층 현상이 발생하므로 강판 두께와 관계없이 에너지 소산능력

이 거의 일정하며, 전 층의 강판이 항복을 일으키는 SC계열 

실험체보다 에너지 소산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4.3. 초기강성 및 구 변형

강판벽 시스템은 내부 강판이 초기에 좌굴을 일으켜 인장응

력장(tension field)을 형성한다. 이러한 강판의 조기 좌굴은 구

조체의 구변형, 마감의 탈락 등 구조체의 사용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 탄성상태에서는 강판의 좌굴 

발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항복변위를 넘어선 경우에 좌굴의 

발생이 관찰되었다. 항복 변위의 최소 1.5배 이상 변위에서 패

널의 좌굴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내부 강판의 인장응력장은 

시각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정도의 작은 좌굴에 의해서 형성되

므로 사용하중 상태에서 강판의 좌굴에 따른 사용성능의 감소 

즉, 강판의 좌굴에 따른 구변형, 내부마감의 탈락은 일어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체별 초기 강성은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해석결과에 

비하여 실험결과가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골조강판벽 

제작시 발생한 내부 패널의 초기 변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두꺼운 강판일수록 초기강성이 해석결과에 비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 할 경우 일정한 비율

의 강성 저감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초기 

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작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용접으로 인한 잔류응력은 조기항복을 일으킬 수 있다. 표 7

은 각 실험체의 항복 층간 변위각을 보여준다. SC2T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들은 일반적인 변위 사용성 설계 기준인 0.2% 

( h/500)이내의 변위에서 탄성상태에 머무른다. 따라서 강판의 

잔류응력에 따른 소성변형의 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초기 강성 비교

실험체명

실험결과 해석결과

항복점

층간 변위각

(drift ratio)

초기강성

(kN/mm)

항복점

층간 변위각

(drift ratio)

초기강성

(kN/mm)

SC2T 0.17% 86 0.27% 85

SC4T 0.35% 114 0.33% 125

SC6T 0.43% 116 0.32% 163

WC4T 0.34% 89 0.34% 93

WC6T 0.34% 98 0.3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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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스템의 변형 모드 및 강도

골조와 내부 강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판벽의 거동은 모멘

트 골조 거동(전단지배거동)과 캔틸레버 거동(휨지배거동)의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며 골조와 강판의 성능비에 따라 두 

가지 거동 중 하나의 거동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림 15는 ABAQUS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각 실험체의 거동

의 변형형태와 응력 분포(stress contour)를 나타낸 것이며, 흰

색부분은 항복 역을 나타낸다.

그림 15(a)는 강판벽의 휨성능이 전단성능보다 클 때 나타나

는 거동으로서 주로 기둥의 크기가 강판의 두께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클 때 나타난다. 전 층 강판이 균일하게 항복한 후 

모멘트 골조 거동에 의하여 각층 보의 단부와 1층 기둥의 하

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한다. 극한상태의 변형은 모멘트 저항 

골조의 변형 형태와 유사하다. SC2T의 거동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데 뛰어난 변형 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이며 가

장 이상적인 거동 형태로 평가된다.  

그림 15(b)는 강판벽의 휨 성능이 전단성능보다 작을 때 나

타나는 휨지배거동을 보여주는데 기둥의 크기가 강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나타난다. 강판이 충분한 전단강도를 

갖고 있으므로 강판벽의 휨거동에 의하여 하부에서 기둥이 항

복하고 소성힌지 역(plastic hinge zone)이 발생하며 일반 구

조벽과 동일하게 하부 소성힌지가 전체적인 거동을 좌우한다. 

내부 강판은 전층 좌굴을 일으키고 항복상태에 도달할 수 있

으나 1층 강판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형을 보인다. SC6T의 거

동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데 기둥이 콤팩트 단면인 경우 

소성힌지 부분의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

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성힌지가 하부 기둥에 집중

되므로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큰 연성능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WC계열 실험체와 같이 기둥이 비콤팩트 단면인 경우(그림 

15(c))에는 국부좌굴로 인하여 큰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모든 강판의 소성항복 이전에 기둥의 국부좌굴이 일어나며, 이

로 인하여 기둥의 휨-압축강도가 저하되어 전체 시스템의 강

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약층현상이 발생한다.

강판벽 시스템의 강도와 변형모드를 분석하기 위해 전단 강

도(전단지배 전단강도) Vs  와 휨 강도(휨 지배 전단강도) Vf 

를 구하 다. Vs >Vf  인 경우 시스템은 휨지배거동을 나타내

며, Vs <Vf  인 경우 전단지배거동을 나타낸다.

전단 강도 Vs는 모멘트 골조의 전단강도와 강판의 전단강도

의 합으로 구한다.(그림 16)

Vs =  Vsf + Vsp                              (1)

(a) 전단지배거동

 

(b) 휨지배거동

 

(c) 기둥좌굴거동

그림 15. 강판벽 시스템의 변형형태 (ABAQUS 해석)

(a) 모멘트골조 전단강도(V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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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판의 전단강도(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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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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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스템 전단강도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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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강판 스트립의 강도

Vsf = 소성메커니즘에 의한 모멘트 골조의 전단강도, Vsp  = 

스트립 모델을 적용한 강판의 전단강도.

그림 16에서 모멘트 골조가 발휘하는 전단력 Vsf에 의한 총 

모멘트는 각 부재 단부의 소성힌지에 의한 휨 모멘트에 의하

여 발생되므로, Vs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 sf =  2(Mpc1+Mpb1+Mpb2+Mpc3)/h c     (2)

그림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의 항복강도에 의해 평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은τ =  σ pysinαcosα  로서, 강판의 전단강도 

Vs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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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p =  τ  l t p =  σ py l t p sin α cos α      (3)

l  = 강판의 유효폭으로서 기둥간 중심 간격, t p= 강판의 두께, 

α = 스트립의 각도로서 근사값으로 α=45ﾟ이다.

휨 강도Vf는 시스템의 캔틸레버 거동에 의한 강도를 가리키

는데 주로 전단에 저항하는 강판의 기여도는 무시하고 인장과 

압축측 기둥의 성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V f =  
Acσ cyl

h c
                              (4)

Ac  = 기둥하나의 단면적, σ cy  = 기둥의 항복응력, l = 기둥간

의 중심간격, hc  = 가력점의 높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실험체와 Caccese (1993), 

Driver(1997) 실험체의 강도 및 변형 모드를 분석하 다. 표 8

은 실험체의 강도와 예측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강도는 

Vs와 Vf  중 작은 값에 의하여 정의되는데 예측강도 대 실험

강도의 비(V pred /V exp
)는 평균 91%로서 제안된 방법은 실험

강도를 근사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험강도가 예측강도에 비

해 다소 큰 이유는 실험강도의 경우 이력거동에 따른 강도 강

화(hardening)현상이 반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하중을 받는 SC계열 실험체의 실험강도

는 단조가력에 따른 ABAQUS 해석 강도보다 최대 23%까지 

크다. 

시스템의 전단강도 Vs 와 휨 강도 Vf  의 비율에 따라서 변

형모드가 결정되는데 Vs/Vf > 1  인 경우 휨지배거동, 

Vs/Vf < 1  인 경우 전단지배거동을 나타낸다. 표 8은 각 실험

체의 변형모드를 나타내는데 S는 전단지배거동을, F는 휨지배

거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강도비에 의한 예측이 실제 실험체에

서 관찰된 변형모드와 대체로 일치한다. SC4T의 경우         

  

표 8. 실험체 강도 및 변형모드

실험체 명

실험

강도

V exp

(kN)

전단

강도

V s

(kN)

휨

강도

Vf
(kN)

예측

강도

Vpred
(kN)

V pred

V exp

(%)

Vs
Vf
(%)

변형

모드

SC2T 1692 1481 2250 1481 88 66 S1)

SC4T 2506 2260 2250 2250 90 100 S/F

SC6T 3021 2909 2250 2250 74 129 F

WC4T 1523 2136 1406 1406 92 152 F

WC6T 1676 2785 1406 1406 84 198 F

Caccese, M22 169 191 306 191 113 62 S

Caccese, M14 322 385 306 306 95 126 F

Caccese, M12 378 532 306 306 81 174 F

Driver 3080 3387 3009 3009 98 113 F

  1) S= 전단지배 거동, F= 휨 지배 거동

거동 관찰결과 전층 패널의 좌굴이 균일하고(전단지배거동) 1

층부 기둥의 상당 부분이 축방향으로 항복(휨지배거동)하여 두 

거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Vs/Vf =1로서 

변형모드가 두 거동의 복합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4.5 골조 부재의 강도

그림 18(a)와 같이 가새 골조에서는 부재들이 한 절점에서 

접합되는 반면 그림 18(b)의 골조강판벽에서는 강판이 골조부

재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강판이 인장응력장 작용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골조 부재가 인장응력장 작용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강판벽 시스템의 외

부 부재, 즉 기둥, 상단보, 개구부 연결보는 강판의 인장응력장 

작용에 의한 항복강도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SA기준(CSA- S16-01-2001, Limit States Design of Steel 

Structure)에서는 골조의 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도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강판의 내력은 CSA기준(CSA,2001)에서 제시한 스트립 모델

을 적용하여 그림 19와 같이 기둥에 전달되는 분포 하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x, y축 방향 하중으로 변환할 수 있다. 

모든 기둥이 인장응력장 작용에 의해 재하되는 분포하중을 지

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강판이 

인장응력장 작용을 일으키며 전단지배거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둥 강도의 적합성을 검토하 다. 기둥에는 모멘트 골조의 전

단강도(Vsf)에 의한 힘과 강판의 전단강도(Vsp)에 의한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그림 16), 일반적으로 강판이 최초로 

항복을 일으키는 작은 변위에서는 강판의 전단강도에 의한 힘

이 지배적이므로 모멘트 골조의 전단강도에 의한 힘은 무시하

다. 3개층 강판의 인장응력장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둥

의 축력은 Pu= 3h f py  이다. 또한 안전측으로 기둥단부를 고

정단으로 가정하면 기둥단부에는 휨모멘트 Mu= f pxh
2
/12, 전

단력 Vu= 0.5h f px  가 작용한다. f px  , f py는 그림 19에 나타

나 있으며 h는 층 높이이다. 이 하중에 의하여 기둥을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C2T, SC4T의 기둥은 전단지배거동에 적

합하게 설계되었으며, 휨지배거동을 보이는 SC6T와 약층현상

을 일으킨 WC계열 실험체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다.  

WC계열 실험체와 같이 비콤팩트 단면의 기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부좌굴로 인하여 성능저하가 크게 발생하며 약층 

현상이 일어난다. 각 실험체에 사용된 기둥을 AISC 내진기준

(AISC Seismic Provisions, 1997)과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2002)의 콤팩트단면규정에 의해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WC 계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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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새 골조 (b) 골조강판벽

그림 18. 가새 골조 및 골조강판벽 시스템의 접합부

그림 19. 기둥에 작용하는 내력

α

     sinp y pf tσ α=

1P

2P

1V 1M

2M

2V

h

α

     sinp y pf tσ α=

1P

2P

1V 1M

2M

2V

h

2
     sinpx y pf tσ α=

           sin  cospy y pf tσ α α=

1P

1V 1M

1               pyP f h+

2M

1   pxV f h−

2
     sinpx y pf tσ α=

           sin  cospy y pf tσ α α=

1P

1V 1M

1               pyP f h+

2M

1   pxV f h−

  

표 9. 전단지배거동을 위한 기둥 부재 성능 검토

실험체 명

휨-압축 강도 전단 강도

Pu
1) (kN) Pn  (kN)

Mu
2) 

(kN･m)
Mn  (kN･m)

Pu
Pn
+
8Mu
9Mn

성능

검토
Vu

3) (kN) Vn  (kN)
성능

검토

SC2T 1485 4630 42 447 0.40 OK 227 978 OK

SC4T 3087 4630 86 447 0.84 OK 472 978 OK

SC6T 4423 4630 124 447 1.20 N.G. 676 978 OK

WC4T 3087 2892 86 336 1.30 N.G. 472 486 OK

WC6T 4423 2892 124 336 1.86 N.G. 676 486 N.G.

   1) Pu=3h f py  ,   2) Mu= f px h
2
/12  ,   3) Vu=0.5 h f px

표 10. 기둥 부재 콤팩트 단면 검토

부재명

AISC Seismic Provision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플랜지 웨브 플랜지 웨브

b f
2t f

0.31
E
σ y

성능

검토
hc
tw

3.1
E
σ y

성능

검토
b f
2t f

170
σ y

성능

검토
hc
tw

1700
σ y

성능

검토

H-250x250x20x20 (SC 계열 실험체) 6.25 7.87 OK 10.5 78.7 OK 6.25 9.51 OK 10.5 95.1 OK

 H-250x250x9x12 (WC 계열 실험체) 10.4 7.49 N.G. 24.4 74.9 OK 10.4 8.96 N.G. 24.4 89.6 OK

험체는 콤팩트 단면 규정을 만족하지 않았다. 

실험결과와 표 9, 10의 계산결과를 검토해 보면, 기둥의 콤

팩트 단면 규정은 시스템의 내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적인 규정으로 판단되며, 표 9의 강도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할 경우 바람직한 변형형태인 전단형 변형모드를 유도할 수 있

다. 휨지배형 변형 모드로 설계하는 경우에도, 각층의 기둥은 

강판의 인장응력장 작용에 의해 부가되는 휨모멘트 

Mu= f px h
2/12  과 전단력 Vu= 0.5h f px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C계열 실험체는 최종적으로 기둥 하부 용접면에서 파괴되

었는데, 해석연구 결과 실험체 바닥에서의 응력분포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a)는 전단응력의 분포를, 그림 20(b)는 수 

직응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인장력을 받는 기둥에 큰 수직응력

과 전단응력이 작용하며 이로 인해 접합부에서 low frequency 

fatigue에 의한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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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경간 3층의 스티프너가 없는 얇은 강판을 이용한 골조강판

벽 시스템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 다. 강판의 두께, 기둥

의 강도를 주요변수로 선정한 5개의 실험체에 대한 실험 및 해

석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골조강판벽은 강성, 강도, 에너지 소산량 및 연성도 면

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 다. 

(2) AISC에서 정의하는 준연성모멘트 골조에 필적하는 변

형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접합부를 적절히 보강할 경우 

특별모멘트 골조와 동일한 변형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골조강판벽은 높은 강도를 나타내면서도 모멘트 골조와 

유사한 변형능력을 보이므로 가새골조보다 내진성능이 

우수하다. 

(3) 기둥의 성능에 비해 강판이 얇을수록 강판벽의 거동은 

모멘트 골조 거동(전단지배거동)에 가깝고, 강판이 두

꺼울수록 켄틸레버 거동(휨지배거동)을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우수한 변형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발휘하는 

전단지배거동이 바람직하다.

(4) 비콤팩트 단면의 기둥을 사용할 경우 기둥의 국부좌굴

로 인하여 강판벽의 강도가 급격한 감소할 수 있으며, 

해당 층의 강도 감소로 인하여 연약층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기둥, 개구부에 인접한 보, 보-기둥 접합부는, 강판의 

인장응력장 작용에 의하여 재축 직각방향으로 재하되는 

분포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6) 큰 변형 발생시 국부적으로 강판의 파단이 발생하지만,  

응력의 원활한 재분배로 인하여 전체 강판벽의 연성거

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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