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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중강판합성벽은 타이바로 연결된 강판외피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전시킨 구조벽으로서, 벽체의 구조성능을 향상시키고, 벽체의 두

께를 줄이며, 별도의 거푸집 및 배근 공사없이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기하중을 받는 이중강판합성벽의 비탄성
거동특성 및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사각형 및 T형 단면형상을 갖는 단일벽 및 병렬벽 실험체에 대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
과, 이중강판합성벽은 주기하중에 대하여 핀칭이 없이 우수한 에너지소산능력을 나타냈다. 벽체하단부 기초의 접합상세와 단면형상에 따라 파괴모
드 및 변형능력의 차이를 보였으며, 주로 벽체기초 또는 연결보 용접부의 파단과 강판국부좌굴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적절한 용접 및 보강 상세를
갖는 실험체들은 2.00～3.77% 층간변형각의 변형능력을 보였다. 또한 벽체와 연결보의 비탄성강도를 고려하여 단일벽 및 병렬벽 실험체의 하중
재하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ABSTRACT：Double skin composite (DSC) wall is a structural wall that is filled with concrete between two steel plate skins
connected by tie bars. This type of wall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wall, to reduce wall thickness,
and to enhance constructibility, eliminating the use of formwork and re-bars. In this study, cyclic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elastic behavior and earthquake resistance of isolated and coupled DSC walls with rectangular and
T-shapedcross-sections. The DSC walls showed stable cyclic behaviors, exhibiting excellent energy dissipation capacity. The test
specimens failed by the tensile fracture of welded joints at the wall base and coupling beam and by the severe local buckling of
the steel plate. The deformation capacity of the walls varied with the connection details at the wall base and their
cross-sectional shapes. The specimens with well-detailed connections at the wall base showed relatively good deformation
capacity ranging from 2.0% to 3.77% drift ratio. The load-carrying capacities of the isolated and coupled wall specimens were
evaluated considering their inelastic behavior.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핵 심 용 어：이중강판합성벽, 주기하중, 코어벽, 전단벽, 합성구조
KEYWORDS：Double Skin Composite Wall, Cyclic Loads, Core Wall, Shear Wall, Composite Structure

일반적으로 강판을 활용한 벽체 시스템으로서 그림 1(a)에 나

1. 서 론
많은 고층 건물에서 주요한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으로서 전단벽
또는 코어벽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단벽 및 코어벽

타난 바와 같이 단부기둥과 웨브강판으로 구성된 골조강판벽
(framed steel plate wall, Driver et al. (1998); 박홍근
등 (2005, 2006))이 사용된다. 그러나 건축계획적으로 일정하

의 구조재료로 철근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대안으로
강판벽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하여 강판벽은
두께가 감소되어 경량화가 가능하고, 거푸집 및 배근 공사가 불

고 얇은 벽두께가 요구되는 벽이나, 양방향의 휨모멘트를 저항하
여야 하는 코어벽에서는 얇은 강판과 큰 기둥으로 구성된 골조
강판벽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벽체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얇은 벽체로 인하여 건축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5)

일정하고 얇은 벽두께가 요구되는 벽에는 이중강판합성벽
(double skin composite wall)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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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체 요약
실험체
DSCW1N
DSCW1H
DSCW1
DSCW2
DSCW3
DSCW4
DSCW5

강판두께 (강종)

벽체형식

단면형태

단면크기 (최대너비×길이)

타이바간격/강판두께

벽체하부 보강상세

10mm
(SN490)

단일벽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T형

120mm×1000mm
120mm×1000mm
120mm×1000mm
120mm×1000mm
600mm×1000mm

30
30
30
30
30

보강 없음
양단헌치보강
이중강판보강
이중강판보강
이중강판보강

5.9mm
(SPAR295)

병렬벽

직사각형
T형

100mm×1500mm
600mm×1500mm

50
50

이중강판보강
이중강판보강

이중강판합성벽은 두 겹의 외피강판과 채움콘크리트로 구성되며,
이때 외피강판은 두께 방향으로 배치되는 타이바(tie bar)로 연
결된다. 채움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과 강판의 국부좌굴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강판은 콘크리트 충전을 위한 거푸집
으로 사용되고 콘크리트 경화 이후에는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등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이중강판합성구조에 대하여 다양한 실험 및 해석연구
가 수행되었다. (Wright et al. (1991a, 1991b); Wright
(1995); Roberts et al. (1996); Mckinley and Boswell
(2002); Clubley et al. (2003a, 2003b); Liang et al.
(2004)) 이들 연구는 대부분 순수 압축력, 면외방향의 휨, 순수
전단력 등을 받는 이중강판합성 부재에 대하여 강판의 국부좌굴,
면외 휨강도 및 변형, 채움콘크리트와 강판 사이의 전단성능 등
의 성능검토에 집중되었다. 반면 면내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하중
에 대한 구조실험 및 해석연구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강판합성벽이 중요한 내진구조인 전단벽 또는 코어벽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면내 횡하중에 대한 하중재하능력, 변형능력,
에너지소산능력 등 비탄성 구조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축물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상
및 상세를 갖는 이중강판합성벽체에 대하여 반복재하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실험변수가 구조벽의 거동특성, 파괴양상, 구조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단일벽(isolated wall), 병렬벽(coupled wall)
등 두 가지 구조형식의 이중강판합성벽을 제작하여 실험하였
다. 실험체의 제작도는 그림 2(a)～(e)에 나타냈으며, 실험체
명, 강종 및 강판두께, 구조형태, 단면형태, 실험체 치수, 기초
부 보강방법 등을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2(f)는 콘크리트
채움 전 이중의 강판 튜브 및 그 내부를 보여주는데, 미리 홀
가공된 강판과 타이바(볼트접합)를 사용하여 강판 튜브를 제
작한 다음 채움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변수는 벽체형식, 단면형태,
강판두께, 벽체하부 보강상세 등이다. 단일벽 실험체(DSCW1,
DSCW1N, DSCW1H, DSCW2, DSCW3)는 10mm 두께의 건
축구조용 SN490 강판으로 제작하였다. 재료실험 결과 SN490
강판의 항복 및 인장 강도는 각각  = 383MPa,  =
544MPa로 나타났다. SN490 강판의 생산 가능한 최소 두
께가 10mm이므로, 5.9mm 두께의 병렬벽 실험체
(DSCW4, DSCW5)에서는 SN490 강재와 소재특성이 유사
한 내진강관제작용 SPAR295 강판을 사용하였다. 재료실험
에 의한 SPAR295 강판의 항복 및 인장 강도는 각각  =
372MPa,  = 453MPa이다. 배합강도를 35MPa로 맞춘
채움콘크리트를 서로 다른 시기에 단일벽 및 병렬벽 실험체
에 타설하였다. 공시체 시험 결과, 단일벽 및 병렬벽에 타설
된 채움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각각 f c k = 39.7, 58.7MPa
로 나타났다.
그림 2(a)는 기준 실험체인 DSCW1 실험체들의 상세를 보
여준다. 벽체하부 보강이 없는 DSCW1N 실험체의 경우 강판
에 충분한 소성변형이 발생되기 이전에 벽체하단부의 용접부
에서 조기에 취성인장균열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하부
보강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성거동을 나타날 때까지 벽체
하부의 헌치보강, 강판보강 등 보강상세를 변경하면서 재실험

(a) Framed steel plate shear wall
(박홍근 등, 2006)

(b) Double skin composite wall
(www.bi-steel.com/news)

그림 1. 강판을 사용한 구조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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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헌치보강 실험체 DSCW1H는 벽체하부에서 단면의
압축과 인장 단부에 높이 150mm 삼각형 헌치형태의 강판을
용접하여 국부적으로 보강한 반면, 강판보강 실험체 DSC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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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중강판합성벽 실험체의 도면 및 제작 사진 (단위: mm)

은 기초로부터 280mm 높이까지 10mm(SN490) 두께의 덧강
판(cover plate)으로 벽하부 둘레를 전체적으로 보강하였으며

DSCW2는 수직접합부가 존재하는 이중강판합성벽체의 구
조성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되었다.(그림 2(b)) 수직

보강판과 벽체 강판의 접합부는 모두 모살용접하였다.(그림
2(a))

접합부는 휨항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로부터
700mm 높이까지 완전용입용접으로 연결하였고, 그 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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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결과 요약
최대강도 최대변형 항복변형
V u (kN) Δ u (mm) Δ y (mm)

실험체
DSCW1N
DSCW1H
DSCW1
DSCW2(+)
DSCW2(-)
2)
DSCW3(+)
2)
DSCW3(-)
DSCW4
DSCW5

667
765
869
809
796
1291
1212
822
1390

58
59
97
273
78
189
77
76
100

1) l = 실험체의 높이로 3850mm,

10개의

55
85
49
53
55
31
40

최대변위비
1)
(%)

연성도

1.51
1.53
2.52
7.08
2.02
4.91
2.00
1.97
2.59

1.77
3.20
1.58
3.54
1.42
2.48
2.52

Δ u/l

재하형태

Δ u/ Δ y

주기하중
하단부 용접부 균열
주기하중
하단부 용접부 균열
주기하중
강판국부좌굴, 콘크리트압괴, 타이바파단
주기하중 후 단조하중 벽체좌굴, 강판국부좌굴, 콘크리트압괴, 타이바파단
주기하중
가력부의 비틀림 변형
주기하중 후 단조하중
강판인장파단
주기하중
강판국부좌굴, 콘크리트압괴, 타이바파단
주기하중
강판국부좌굴, 콘크리트 압괴, 연결보파단
주기하중
연결보파단

2) (+)는 T형 플랜지벽체가 압축을 받는 경우, (-) 기호는 T형 플랜지벽체가 인장을 받는 경우

160mm×60mm×10mm

연결강판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볼트접합을 하였으며, 내부에 300mm간
격으로 수평전단철근(φ16)을 매입하였다. DSCW3는 T형
단면을 갖는 실험체로서, 웨브 벽체(web wall)와 플랜지 벽
체(flange wall) 등 두 수직방향 벽체의 강판외피가 만나는
수직접합부는 모두 모살용접하였고 벽체 내부의 채움콘코리
트에 300mm 간격으로 수평전단철근(φ16)을 매입하였다.
(그림 2(c)) DSCW2와 DSCW3 벽체하부는 DSCW1과 동
일하게 덧강판(SN490)으로 보강하였다.
DSCW4와 DSCW5는 각각 직사각형 및 T형 단면을 사용한
병렬벽 실험체로서 연결보와 벽체의 강판외피는 완전용입용
접으로 접합되었고, 벽체와 연결보 강판의 내부에 콘크리트를
동시에 충전하여 일체화되도록 하였다. 두 병렬벽 실험체의
하부는 이중강판보강 상세를 갖는데, 기초로부터 130mm 높
이까지 5.9mm 덧강판(SPAR295)으로 벽하부 둘레를 덧대어
전체적으로 보강하였다.(그림 2(d), (e)) DSCW5의 경우 플랜
지 및 웨브 벽체의 수직접합부는 DSCW3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하였다.
Roberts et al.(1996)의 연구에 의하면 단조하중을 받는 이
중강판합성부재의 경우 타이바의 간격이 강판외피 두께의 40
배 이하이면 강판의 국부좌굴에 의한 취성파괴의 위험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모든 실험체에서는 강판
외피를 연결하는 타이바(φ16)를 수직․수평 방향으로 300mm
의 간격으로 마름모형으로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타이바의 간
격은 10mm, 5.9mm 강판두께에 대하여 각각 강판두께의 30,
50배로 설계되었다.(표 1)
소성변형이 집중되는 실험체 하부와 병렬벽 연결보에서는
타이바를 연결하는 너트를 강판외피에 용접하여, 홀가공된 강
판의 단면결손에 의한 취성인장파단과 강판국부좌굴에 의한
타이바의 너트풀림 등을 방지하였다.
실험체는 3000kN 액츄에이터 1대를 사용하여 횡변위 제어

가시켰고, 매 변위단계마다 2회 반복가력하며 최대실험강도의
80% 이하로 강도저하가 발생될 때까지 실험하였다.

3. 실험 결과
주기하중을 받는 이중강판합성벽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를 그림 3(a)～(g)에, 실험체들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을
그림 3(h)에 각각 나타냈다. 그림에서 변위는 가력 위치에서
계측한 횡변위이다. 각 실험체의 항복점의 강도 및 변형, 최
대강도, 최대변형, 주요 파괴모드 등을 정리하여 표 2에 나타
냈다. 표 2에서 항복변형은 그림 3(h)에 나타낸 포락곡선을
사용하여 원점과 최대강도의 75%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최
대강도가 만나는 점의 변형값으로 정의하였다.(Tjhin et al.
2004) 최대변형은 최대 실험강도의 80%까지 강도가 저하된
점으로 정의하였다. (박홍근 등, 2004)
그림 4는 각 실험체에 발생된 주요한 파괴양상을 보여준다.
실험체와 기초 접합부에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은 DSCW1N
은 벽체의 항복변형에 가까운 1.5% 변위비에서 벽체와 기초
강판의 용접부에서 조기에 취성인장균열이 발생되었으며(그림
4(a)), 이러한 균열의 영향으로 주기거동 동안 미약하지만 슬
립이 발생되었다.(그림 3(a)) 단면의 외단부를 국부적으로 헌
치보강한 DSCW1H도 헌치보강에도 불구하고 항복변형 근처
에서 기초강판 용접부와 헌치형 강판 용접부에서 취성인장파
단이 발생되며 급격히 강도가 저하되었다.(그림 4(b), 그림
3(b)) 이에 반해 덧강판을 이용하여 벽체하부를 전체적으로
보강한 DSCW1은 변위각 2.52%까지 용접부 파단에 의한 강
도저하 없이 안정적인 휨지배 주기하중-변형 관계를 보였다.
(그림 3(c)) DSCW1은 최대변형에서 압축측 벽체하부에서 강
판국부좌굴이 급진전되며 콘크리트 압괴, 타이바의 인장파단
에 의하여 하중재하능력이 급격히 감소되며 파괴되었다.(그림
4(c))

방식으로 가력하였다. 횡변위는 19mm(변위비 0.005 %)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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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중강판합성벽 실험체의 파괴양상

벽체 중앙에 수직접합부가 있는 DSCW2 실험체는 변위비
2.0%까지 DSCW1과 거의 동일한 안정적인 주기거동을 보

벽체의 최대변형능력이 주기하중에 대한 최대변형능력
(DSCW1의 변형능력)보다 2.5배이상 증가 할 수 있음을 나

였으나, 부(-)방향으로 가력하는 동안 가력보에서 심각한 비
틀림현상이 발생되어 이후에는 비틀림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정(+)방향으로만 단조가력하였다.(그림 3(d)) 이러한 비틀림

타내고 있다.
T형 단면을 갖는 DSCW3는 플랜지벽체(그림 2(c))가 인장
을 받는 부(-)방향의 변위비 -2.0%에서 DSCW1과 동일한 파

현상으로 인하여 DSCW2는 기준실험체인 DSCW1보다 최대
강도는 6.9%감소하고 탄성강성 또한 크게 감소되었다.(그림
3(d), 표 2) 그림 4(d)에 나타낸 바와 같이 DSCW2는 변위

괴모드에 의하여 강도저하가 발생되었다.(그림 4(e)) 이후 정
(+)방향으로만 단조가력하였으며, 횡변위각 +4.9%에서 인장측
보강덧판과의 용접연결부의 강판인장파단으로 파괴되었다.(그

비 +7.1%에서 벽체좌굴, 강판국부좌굴, 타이바의 파단 등으
로 파괴되었다. 이 실험결과는 수직접합부의 경우 예상치 않
은 비틀림에 대하여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

림 4(e)) DSCW2와 마찬가지로, 단조하중 가력시(+ 방향 하
중)의 최대변형은 주기하중 가력시의 최대변형보다 약 2.5배
증가되었다.

러나 실제 건물에서는 슬래브의 면내강성으로 인하여 비틀림
이 실험체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틀림 변형
이후의 정방향 단조가력에 대한 실험결과는 단조하중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병렬벽 실험체 DSCW4는 변위비
1.5%에서 압축측 벽체의 강판국부좌굴과 채움콘크리트의 압
괴로 인하여 급격한 강도저하가 나타났다. 이후 반복적인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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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판합성벽 실험체의 하중-단부변형률 관계 (주기하중)

축-인장거동으로 인하여 강판의 좌굴 및 펴짐이 몇 차례 반
복되다가 용접부에서 강판인장파단이 발생되며 변위비 2.0%
에서 실험체가 파괴되었다.(그림 4(f)) 변위비 1.5% 에서

그림 5는 횡하중과 실험벽체 하단부의 강판외피에서 계측된
강판변형률의 관계를 보여준다.(비틀림 변형이 발생된
DSCW2는 제외) 강판변형률은 표 2와 그림 3에 나타난 각

연결보와 벽체의 용접접합부에서 인장균열이 최초로 미세하
게 나타났고 이후 파괴변형에서 확대되었다. DSCW4 실험체
는 DSCW1에 비하여 압축측 벽체의 강판국부좌굴과 채움콘

실험체의 파괴변형 에 도달할 때까지 나타냈다. 각 실험벽

크리트의 압괴에 의한 파괴가 더 적은 변위비에서 발생하였
는데, 이러한 조기 파괴의 원인은 타이바의 간격은 동일하지
만 강판의 두께가 5.9mm로 얇아서 국부좌굴이 조기에 발생
하였고, 벽체의 길이(1.5m)가 커서 벽체에 보다 큰 압축과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국부좌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4.1절 참조)
양단 플랜지벽체가 있는 병렬벽 DSCW5의 경우 탄성거동
을 보이는 1.0% 변위비에서 연결보와 벽체의 강판외피 용접
부에 취성적인 인장파단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그림 4(g)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연결보와 벽체의 접합부에 보강덧판을 용
접하여 보강한 다음 재 실험하였다. 그 결과 변위비 2.5%까지
큰 강성 및 강도저하 없이 안정적인 주기거동을 보였다. 변위
비 3.0%에서 연결보 강판외피의 대각방향 좌굴, 보강덧판 용
접부 인장파단 등으로 인하여 병렬벽 실험체의 강도가 급격
히 저하되었다. 연결보 강판용접부의 인장파단은 변위비 2.0%
에서 최초로 관찰되었고, 이후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폭
과 길이가 점차 확대되었다. 변위비 1.5%에서 압축측 플랜지
벽체의 하부에 미세한 강판국부좌굴이 관찰되었으나, 실험체

체의 강판변형률 계측위치는 그림 5에 나타냈다. DSCW1
실험체는 주기거동 동안 양단부의 강판이 큰 인장 및 압축
소성변형률을 나타냈다.(그림 5(a)) 콘크리트의 영향으로 인
하여 강판의 압축변형율이 인장변형율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
지만, 강판의 압축변형율은 예상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경향은 국부좌굴이 조기에 나타난 DSCW3과 4에서도 나
타났는데, 그 이유는 4.1절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DSCW3에서는 중립축이 플랜지벽체에 치우쳐 있으므로, 웨
브벽체의 단부의 강판에서 더 큰 인장변형률을 보였다.(그림
5(b)) 5.9mm 두께의 강판으로 제작된 DSCW4 실험체는 상대
적으로 큰 강판국부좌굴이 조기(1.5% 변위비)에 발생되었다.
이후 주기거동 내내 반복적인 강판의 좌굴 및 펴짐 거동이
발생되었으며, 그 결과 강판은 주기거동 내내 인장변형률 상
태에 존재하였다.(그림 5(c)) T형 단면을 갖는 병렬벽 실험체
인 DSCW5의 경우 양단부의 플랜지벽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립축이 플랜지벽체에 가깝게 위치되어, 최대인장변형율이
다른 실험체에 비하여 작았다. 또한, DSCW1, 3, 4와는 달리,
플랜지에서 채움콘크리트의 영향에 의하여 강판의 소성변형
율은 주로 인장상태에 존재하였다.

가 파괴될 때까지 더 이상의 좌굴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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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분석

4.1.2 강판의 국부좌굴
DSCW1, DSCW3(부(-)방향 가력), DSCW4의 실험결과에

실험결과, 지진하중과 같이 반복적인 면내하증을 받는 이중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강판합성벽의 경우 주기거동 동안 벽
체하단부에서 발생되는 강판국부좌굴이 주된 파괴의 원인으
로 작용한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에 인장 소성변

강판합성벽의 설계에서는 연성능력의 확보가 최대의 고려사
항으로 판단된다. 이중강판합성벽에서는 합성작용을 고려하여
비교적 얇은 강판을 사용하고, 벽체단면의 깊은 춤(depth)으

형률이 발생되면, 강판은 잔류변형률의 영향으로 인장변형률
상태에서 큰 압축응력을 발휘한다. 반면에 콘크리트는 인장상
태에서 인장균열로 인하여 압축력을 받지 못하므로, 콘크리트

로 인하여 단면 단부에 큰 소성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강판합성벽은 강판의 조기인장파단과 국부좌굴에 매우 취약
하다. 이와 관련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의 좌굴방지효과를 예상보다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강판
의 좌굴이 조기에 발생한다.(Suda et al. 1996) 강판에 국부좌
굴이 발생되면 채움콘크리트에 과도한 압축력이 발생하고 강

4.1 연성능력의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벽하단부가 보강되지 않은 단일벽 실험체(DSCW1N)는 기

판의 횡구속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콘크리트 압괴와 타
이바의 파단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합성벽체가 조
기에 파괴된다. 특히 단면의 춤이 큰 벽체의 경우 반복적인

초와 접합된 벽체하단부의 단면의 양단에 응력집중이 발생되
며, 이로 인하여 용접부의 파단이 조기에 발생하여 벽체가 소
성변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용접부에서의 조기취성파

인장-압축 거동에 의한 강판국부좌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그림 5(a), (b), (c)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의 조기국부좌굴
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압괴가 일어나고, 따라서 강판에서 예

괴는 일반적인 H형 보의 실험에서도 보고되었으며(FEMA
2000), 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면 춤이 큰 벽체에서는 용
접부의 응력집중 및 소성변형이 증가하므로 취성적인 용접부

상보다 큰 압축변형율이 발생하였다.

4.1.1 벽하단부 및 연결보 접합부의 용접보강

σs

파괴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강판합성벽체의 연
성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H형 보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벽체하단부 지지점과의 용접부에서 응력집중 및 소성변형
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강이나 연성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기 용접파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면의 단부를 국
부적으로 보강하는 헌치보강(DSCW1H)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치보강은 더 큰 휨응력을 발생시키고, 단
면의 단부에 용접부가 밀집되어, 용접균열의 영향으로 인한
취성파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벽 하단부의 응력집중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DSCW1 실험체의 이중강판보강상세(그림
2(a))와 같이 단면증진을 통하여 벽체단면 전체를 보강하는
방법이 취성파괴방지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하부가 적절히 보강된 실험체들(DSCW1, DSCW3～5)
의 파괴는 변위비(=   ) 2.00～3.77%, 연성도(=

Cyclic
Loading

fy

Tie bar

Steel
plate

εs
− fy

Monotonic
Loading

Concrete

Compressive stress
in tensile strain

그림 6. 주기하중을 받는 강판의 국부좌굴메커니즘

그림 5에는 최초로 강판국부좌굴이 발생한 시점과 이로 인
하여 최종파괴된 시점을 각각 두꺼운 점선과 실선의 화살표
로 나타냈다. 10mm 두께의 강판을 사용한 DSCW1과
DSCW3 실험체의 경우(타이바간격/강판두께= 30), 0.02
1～0.028mm/mm의 인장변형률에서 초기 강판국부좌굴이
발행되었으며, 반면 5.9mm 두께의 강판을 사용한 DSCW4

  ) 1.42～2.94의 범위에서 발생하였다.(비틀림변형

와 DSCW5 실험체의 경우(타이바간격/강판두께=50) 더 작
은 인장변형률인 0.014～0.027 mm/mm에서 초기 국부좌
굴이 발생하였다. 국부좌굴 이후에는 강판에 과도한 휨응력을

이 일어난 DSCW2는 제외).
벽체의 하단부와 마찬가지로 연결보와 벽체의 접합부도 응
력집중으로 인하여 용접부의 취성파괴에 취약하며, 이러한 응

추가로 작용하여, 이중강판합성벽체의 조기파괴가 발생된다.
DSCW1, DSCW3, DSCW4 실험결과에 의하면, 0.039～
0.043mm/mm의 인장변형율에서 강판국부좌굴에 의한 파괴

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체와 연결보의 접합부는 덧판설
치 등의 보강상세설계가 요구된다.(그림 4(g))

인 채움콘크리트 압괴, 타이바의 인장파단이 발생하였다.
양단이 플랜지벽체로 보강된 DSCW5는 벽체 내부의 채움
콘크리트가 상당한 압축내력을 발휘하고, 플랜지벽체 전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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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서 응력이 재분배되므로, 강판국부좌굴 후에도 상당한
연성거동을 발휘하였다. 그림 5(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의 두께,

DSCW5에서는 강판의 압축변형율이 크지 않았으며, 이는 강
판국부좌굴과 콘크리트의 압축파괴가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centroid)까지의 거리,

그림 3(e)과 4(e)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의 조기국부좌굴
의 위험이 없는 단조증가하중에 대한 거동에서는 큰 소성변
형률이 발생된 강판의 인장파단에 의하여 파괴가 발생하였다.

축력(+부호),  = 단면중심에서 정의되는 소성휨모멘트강

단면),

, = 플랜지벽체 단면의 두께와 너비 (T형

= 압축대의 길이,

= 외단부로부터 단면중심

= 강판의 항복응력,

리트 유효압축응력,  = 유효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응력블록의 길이를 정의하는 계수,  = 단면에 작용하는 압
도,   ,  = 플랜지벽체 압축(정방향 재하)시 중립축의
길이가

인 경우의 단면 축방향 내력,   ,  = 플랜지

벽체 인장(부방향 재하)시 중립축의 길이가  

4.1.3 병렬벽의 설계

= 콘크

 인 경우

플링효과에 의하여 전달되는 휨모멘트(= )의 비율을

의 단면 축방향 내력, = 강판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비
(=  ),  = 강판의 탄성계수(= 200GPa),  = 콘
크리트 탄성계수(=min{4700 , 3300 +7700}

DOC(degree of coupling)로 정의하였다.(휨모멘트성능의
계산과 기호정의는 4.2절, 그림8, 표4 참조) DSCW4 실험
체의 DOC는 2.77이었다. 이는 DSCW4 실험체에서 대부분

(in MPa), KBC 2005).
직사각형 및 T형 단면에 대한 소성휨모멘트강도 평가식은
표 3에 나타냈다. 먼저 단면에 작용하는 압축력 (또는 인

의 횡력이 벽체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압축력의 커플링효과에
의하여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벽체 전체에 큰
압축력이 발생되어 하단부에서 강판국부좌굴과 콘크리트의

장력)에 대한 평형조건식으로부터 단면의 중립축 거리 를
계산한 다음, 단면중심에 대한 소성휨모멘트강도 를 계산

Harries et al. (2004)은 병렬벽 단면의 총 휨모멘트성능(=
     ) 대비 벽체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압축력의 커

압괴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다. 그림 3(f)와 그림 4(f)에 나
타낸 바와 같이 DSCW4 실험체는 약 1.5% 변위비의 비교
적 작은 횡변형에서 벽체전체에 강판국부좌굴 및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하여 하중재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연결
보는 큰 소성거동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플랜지를 갖는
DSCW5 의 경우에는 DOC가 1.31로 나타나서, 벽체에 압
축력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연결보의 항복에 의하여 벽체
의 하중재하능력이 결정되어, 2.6% 변위비의 비교적 큰 연
성능력을 나타냈다.

하였다. 표 3의 소성휨모멘트 강도식은 강판의 두께( )가 전
체 단면의 춤( )과 단부요소의 너비( )에 비하여 훨씬 작
은 것으로 가정하여 근사적으로 구한 값이다.( ≪ ,
≪ ) 또한 단면에 작용하는 압축력은 합성벽의 단면중심
(centroid)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강판은 탄성-완
전소성 거동을 가정하였고, 벽체 단면의 소성휨강도 계산 시
콘크리트의 유효압축응력 와 등각응력블록의 길이  는
각각 

와 를 적용하였다.

단일벽 실험체 DSCW1～3의 하중재하능력 은 표 3을
이용하여 구한 단면 소성휨모멘트강도 를 전단경간길이(실

4.2 하중재하능력

험체의 경우 벽체 높이)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병렬벽 실험체 DSCW4와 DSCW5는 연결보의 커플링 효

Wright et al. (1991a)와 Roberts et al. (1996)에 따르면, 강
판의 국부좌굴이 억제되고 타이바의 전단성능이 충분히 확보

과로 인하여 두 개의 독립된 벽체의 하중재하능력을 합한 것
보다 더 큰 하중재하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병렬벽 실험체의
하중재하능력은 연결보의 강도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평가

되어 강판과 채움콘크리트 사이의 미끄러짐변형을 무시할 수
있으며 휨지배 거동을 보이는 이중강판합성부재의 경우,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소성응력분포에 대한 단면해석을 사용하여
하중재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에 작용
하는 축력의 크기에 따른 이중강판합성벽 단면의 소성휨모멘
트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평가식을 개발하였다.
그림 7(a)와 (b)는 각각 직사각형 및 T형 단면형태를 갖
는 이중강판합성벽 단면과 강판 및 콘크리트의 소성응력분포
를 보여주며, 표 3에 이중강판합성벽 단면의 소성휨모멘트 평

하여야 한다. 그림 8은 병렬벽 실험체 DSCW4와 DSCW5의
하중전달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
결보가 전달하는 전단력의 합   에 의하여 인장측 및 압
축측 벽체에 축력  (=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병렬벽
실험체의 하중재하능력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가식을 나타냈다. 표와 그림에서 , = 단면 춤과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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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중강판합성벽 휨모멘트강도 평가
구분

압축력 크기

중립축(압축대) 길이

-



 ≤  



직사각형 단면

플랜지
    ≤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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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휨모멘트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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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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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t

bf

b − 2t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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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Dimensions

hf

c

c

fy

fy

Stress at steel plate

− fy

Stress at steel plate

βc
Stress at core concrete

− fy

βc
− f ce

Stress at core concrete

(a) 직사각형 단면

− f ce

(b) T형 단면
그림 7. 직사각형 단면과 소성응력분포

여기서,  = 개별 연결보의 전단강도,   ,  = 인
장측 및 압축측 이중강판합성벽의 소성휨모멘트강도,
험체 전단경간길이,

=실

Lam et al. (2005)의 철근콘크리트로 보강된 강판 연결보

= 두 벽체 단면에 작용하는 내력 중

관한 실험에 의하면, 주기하중을 받는 연결보에서는 보길이방
향으로 인장변형이 발생하여, 따라서 채움콘크리트에 인장균
열이 발생된다. 그 결과 콘크리트는 주로 강판의 좌굴을 방지

심 사이의 거리이며 근사적으로 인장측 및 압축측 벽체 중심
(centroid) 사이의 거리를 사용한다. 식(1)에서 벽체에 작용
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고려한 벽체 단면의 소성휨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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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과   는 표 3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하중은 강판에 의하여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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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채움콘크리트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
고 강판합성연결보의 하중재하능력 을 계산하였다.

까지의 거리, 즉, 실험벽체 높이에서 벽체하부 이중강판보강
의 높이를 뺀 값을 사용하였다. 병렬벽 실험체 DSCW4와

채움콘크리트가 없는 강판 연결보의 하중재하능력 은 휨

DSCW5에서는 전단항복에 의하여 개별 연결보의 최대전단강
도  = 507kN이 결정되었고, 실제 파괴모드를 근거로 모

및 전단 항복에 의한 최대강도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된다.

든 층의 연결보에서 전단항복이 발생된 것으로 가정하여 하중



      

재하능력을 평가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방
법은 휨지배 거동을 보이는 이중강판합성벽 실험체의 하중재
하능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였다. 해석으로 구한 하중재

(2)

여기서,  = 휨항복에 의한 전단강도(=   ),

하능력은 대체로 안전측의 결과를 나타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판의 주기거동시 변형률경화(strain hardening)에
의한 강도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강판연결보 단면의 소성휨모멘트강도(=  ),  =
= 연결보의 길

소성단면계수(plastic section modulus),

8),  = 전단항복에 의한 전단강도(=
 
 ),  = 전단저항에 기여하는 단면적(=  ,

이(그림



5. 결 론

그림 8)
Vn

이중강판합성벽체에 대한 내진성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변수는 단면의 형상(직사각형 및 T 형),

Vn

강판의 두께, 개구부(병렬벽), 벽체하단부 보강상세이다. 총
5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반복재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
과 강판벽은 우수한 강도 및 에너지소산능력을 나타내었다.

ls

b

A

h

A

hw

t
M bn

lb

A-A Section

hw

그러나 우수한 연성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성상세를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중강판합성벽 단
면의 소성강도를 예측하였으며,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lw

Vbn

Vbn

M bn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VTn

M Tn

VCn
M Cn

N

N

(1) 강판합성벽은 큰 단면의 춤으로 인하여 단부에 큰 변

그림 8. 병렬벽의 횡하중 전달 메커니즘

형률이 발생하므로 기초와의 용접부의 취성파괴에 취
약하다. 벽체의 연성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용접부
에서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체 하단부의 덧강

식(1), (2), 그리고 표 3를 사용하여 단일벽 및 병렬벽 실
험체의 하중재하능력을 계산하여 표 4에 나타냈다. 벽체의
전단경간길이 로서 본 실험체에서는 하중점에서 항복단면

판 보강과 같은 연성상세가 필요하다.
(2) 연성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의 전 단면을 고

표 4 이중강판합성벽 실험체의 하중재하능력 평가
연결보 전단강도
실험체





벽체 소성휨강도



 (= )

(kN) (kN) (kN)

(kN)



-

-

-

0

500

DSCW2

-

-

-

0

500

-

0
0

358
358

-

-



(mm) (mm) (kN-m) (mm) (mm) (kN-m)

DSCW1
정방향
DSCW3
부방향

이중강판합성벽 하중재하능력

421

  

(kN-m)

DOC1)





2)



(kN)

(kN)




760

869

1.14

2715

3570

-

-

-

-

421

2715

3570

-

-

-

-

760

809

1.06

120
649

3899
4415

3570

1291
1212

1.18
0.98

-

-

-

-

1092
1237

DSCW4

인장측
543 507
압축측

507

-2534
2534

300
300

8
413

161
663

3720 900

2281

824

2.77

835

822

0.98

DSCW5

인장측
543 507
압축측

507

-2534
2534

189
189

201
100

957
1206

3720 1122 2844

2163

1.31

1346

1390

1.03

1) DOC =    

2) 실험계측 최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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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보강하여 응력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성상세
를 사용해야 하며, 헌치형 국부보강은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용접부 파괴가 없는 실험체는 주로 강판의 국부좌굴에
의하여 연성능력이 결정되었다. 주기하중을 받는 합성
벽에서는 인장잔류변형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강판의
국부좌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
여 강판의 국부좌굴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 강판의
인장변형율은 주기하중을 받는 강판합성벽의 강판국부
좌굴에 의한 파괴시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실험체의 경우(타이바간격/두께=30,
50), 0.039～0.043mm/mm의 인장변형율에서 강판
국부좌굴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다.
(4) 강판의 국부좌굴로 인한 조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플랜지벽 등 단부요소를 설치하거나, 단부에 강판
의 두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병렬벽
의 경우에는 소성변형이 연결보에서 발생되도록 벽체
와 연결보의 휨강도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강판의 조기국부좌굴의 위험성이 없는 단조하중에서는
강판의 파단에 의하여 파괴가 발생하며, 벽체의 변형
능력이 주기하중에 대한 값보다 2.5배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단면에서 완전합성작용과 소성응력분포을 사용하여 계
산된 합성벽의 하중재하능력은 실험결과를 대체로 안
전측으로 예측하였다.
추후연구로서 다양한 타이바간격 대 강판두께의 비와 강판
의 국부좌굴하중 및 소성변형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강판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외피강판사
이의 효과적인 연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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