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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건축구조물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함께 구조물의 외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튼월과 같은 외부마감 공

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커튼월 공법 중 대표적인 공법으로서 패널

링 시스템(Paneling system)이 있다. 패널링 시스템의 시공은 강재트러스

를 언더 컷 앵커(Under cut anchor)공법으로 구조물에 부착하고 마감재를 

설치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구성요소인 강재트러스는 각형강관으로 

제작된 수직부재(Mullion)과 수평부재(Transom)의 접합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강재트러스의 수직부재

와 수평부재의 접합이 주로 점용접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용접불티 등

에 의한 화재위험성 및 시공성에 대한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으며 지진 등에 

의한 비상시 수평외력 발생 시 강재트러스가 보유한 면내 변위추종능력이 

취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국내업체에서는 강재트러스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볼트

와 파스너의 접합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을 개

발한 바가 있고 일부 실무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볼트접합 방식의 

강재트러스 접합 공법은 용접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화재의 위험성으

로부터 안전하고 용접기능공 및 화재 가설재가 불필요함에 따라 작업공정

을 30~40% 가량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시공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공법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은 기존의 점용접 방식의 강재트러스 공

법에 비해 접합방식의 특성상 면내 변위추종능력이 뛰어나고, 손상이 발생

하는 경우 접합부의 구성요소인 파스너와 볼트의 손상이 선행되므로 손상 

이후 보수가 용이함에 따라 우수한 내진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한 동적실험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국

내의 경우 2016년 9.12 경주지진 이후 비구조재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지진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금액 중 비구조재의 손상 및 파괴

가 야기하는 2차 피해금액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국외사례 [5]가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 후 국내에서도 커튼월을 비롯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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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hake table test to verify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paneling system with steel truss composed of bolt 

connections. The control group was set to the traditional paneling system with steel truss connected by spot welding method.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bolted connection type paneling system has excellent deformation capacity without cracking or brittle fracture of the steel 

truss connection parts compared to the welding type paneling system. Furthermore, in the bolted connection type, slight damage occurred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same story drift angle as compared with the existing method, it is considered that it has excellent seismic 

performance. In compliance with the performance-based design recommended for the current code (ASCE 41-13) on non-structural 

components, it is judged that in the case of the bolted connection type paneling system, it can be applied to all risk category structures without 

restri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raditional paneling system with spot welding method,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applied limi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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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의 내진성능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한 내용에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볼트

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면내방향 내진성능을 기존 점용접 방식과 비교

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결과내용을 현행의 기준에 대비

하여 내진상세로서의 적용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였다. 

2. 커튼월의 내진설계

2.1 현행 국내기준

석재 및 금속, 유리 등과 같은 외부마감재가 설치되는 커튼월은 국내기

준 (KBC 2016)에 준하여 건축 비구조 요소(Architectural nonstructural 

components)로 분류된다. 관련한 내진설계기준은 KBC 2016, 0306.9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의 ASCE 7-10에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1, 4]. 국내 기준에 따라 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 요소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 등가정적하중과 변위에 견

디도록 설계되며, 등가정적하중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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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1.0~2.5 사이의 값을 갖는 증폭계수, 는 비구조 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 는 비구조 요소의 중요도 계수(1.0 or 1.5), 

는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지붕층까지의 평균높이, 는 비구조 요소의 반

응수정계수(1.0~3.5), 


는 단주기에서의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는 

비구조 요소의 가동중량을 의미한다. 또한 높이변수인 는 구조물의 밑면

으로부터의 비구조 요소가 부착된 높이를 의미하며 구조물의 밑면이하에 

비구조 요소가 부착된 경우에는 0, 구조물의 지붕층 이상에 비구조 요소가 

부착된 경우는 1의 값을 가진다. 

비구조 요소가 수용하여야 하는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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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허용층간변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층고, 와 는 

탄성해석에 의하여 제안된 값에 구조물의 변위증폭계수, 값을 곱하여 구

한 구조물의 수직위치  또는 에서의 변위, 와 는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상부부착지점(), 하부부착지점()까지의 높이 는 구조물의 허용층간

변위를 뜻한다. 

커튼월과 같은 건축외장재의 경우 대부분 기둥부재 및 슬래브 등에 부착

물을 통하여 접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용하여야 하는 상대변위는 구조물

의 허용층간변위와 동일하다. 

2.2 성능수준에 따른 손상평가

국내기준에 따라 비구조 요소는 등가정적하중과 상대변위에 대하여 견

딜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설계 지진력이 작용한 이후에도 비구조요소의 기능

성(functionality)및 구조적 안전성(structural stability)이 확보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통신･전기기기 등의 비구조 요소의 

경우 기능성 확보는 공인된 평가방법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구

조결함에 대하여 거시적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커튼월을 포함한 건

축 비구조 요소의 경우 대부분 거시적 손상분석에 따라 내진성능이 평가되

어짐에도 불구하고 손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분류가 필요

하다. 이에 FEMA E-74에서는 비구조 요소의 손상을 3가지 항목에 따라 

인명보호(Life Safety), 재정손실(Property Loss), 기능손실(Functional 

Loss)로써 분류하고 있으며 [5], ASCE 41-13에서는 성능수준에 따라 비

구조 요소의 손상을 기능수행(Operational), 위치유지(Position Reten-

tion), 인명보호(Life Safety)로써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고 손상평가를 고

려하지 않는 경우(Not Considered)를 포함하여 총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 또한 ASCE 41-13에서 제시한 커튼월에 해당되는 성능수준에 따른 손

상의 정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비구조 요소에 대한 설계기준

의 경우 ASCE 7-10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향 후 성능수준에 

따른 손상정의에 대한 내용이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험결과에 따라 도출된 커튼월의 거시적 손상에 대하여 Table 1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3.1 실험계획

외부마감재가 부착된 패널링 시스템의 내진성능 비교 및 검증 을 위하여 

실대형 실험용 골조(Test Frame)을 활용한 진동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변수인 강재트러스는 구조물의 한면에 부착하고 외부마감재가 부착된 

패널링 시스템의 면내방향 변위추종능력 및 수평저항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동대 시험 을 위한 실험용 골조의 도면상세 및 중량에 대한 정보

Table 1. Non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and illustrative damage-cladding components

Component Group
Non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Life Safety (N-C) Position Retention (N-B) Operational (N-A)

Cladding

Extensive distortion in connections and 

damage to cladding components, 

including loss of weather-tightness and 

security. Overhead panels do not fall.

Connections yield; minor cracks or 

bending in cladding. Limited loss of 

weather-tightness.

Connections yield; negligible damage to 

panels. No loss of function or 

weather-tightness.

* The contents of table 1 are excerpts from the contents of ASCE/SEI 41-13, Table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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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용 골조는 장경간 4.5 m (기둥의 약

축방향), 단경간 4 m (기둥의 강축방향), 층고 3.5 m의 규모를 가진 1층 단

위경간 골조이고 골조의 상･하부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치되어 있다

(슬래브 두께, 천장:200 mm; 바닥: 150 mm). 기둥과 보는 강접으로 체결

되어 있으며 보 단부의 접합형태는 상･하부 플랜지는 개선용접으로 이루어

져 있고 웨브는 볼트접합으로 되어있다. 용접접근공의 형태는 1/4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용 골조는 가진방향에 따라 전 기둥부재가 강축

으로 거동하거나 약축으로 거동한다. 대상으로 하는 무용접 방식의 강재트

러스는 지진에 의한 진동발생 시 면내 방향의 우수한 변위추종능력이 기대

되는 제품이므로 강재트러스가 부착되는 구조물은 약축으로 저항하여 큰 

변형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가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진동대 시험을 위한 실험

용 골조의 최대층간변형각은 가력기기의 최대 입력가속도의 크기(1 g)와 

실험용 골조의 수평강성, 상부중량을 고려하여 성능설계에서의 안전한계 

층간변형각인 2% rad을 상회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하였다.

실험용 골조의 고유주기는 상부슬래브와 상부 보 부재의 중량, 기둥부재

의 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상기의 정보에 따라 패널링 시스템(강

재트러스+외부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둥부재에 작용하는 

수직외력의 상태는 Fig. 2와 같다. 이때 상부층의 총중량은 93.6 kNf로 도

출된다. 기둥부재 4개의 약축방향 탄성강성은 2.268 N/mm이므로 실험용 

골조의 1차 고유주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sec

동적해석 프로그램 CANNY (ver. C2012)를 사용한 실험용 골조의 고

유치 해석결과에서의 1차 고유주기는 대략 0.414 sec로 나타났으며 간략식

에 의한 수치와 유사하다(Table 3 참조).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

용 골조는 1층 규모의 단위골조이기는 하나 약축거동으로 인해 대략 4~5층 

규모의 강구조 건물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실험변수는 강재트러스 구성부재의 접합방법으로 기존의 점용접

방식과 볼트접합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강재트러스는 언더 컷 앵커 방

식으로 구조물에 설치하였고 강재 트러스를 구성하는 수직･수평 부재는 모

두 50×50×2.3 (unit: mm)의 규격을 가지는 아연도금각관을 사용하였다.

대조군 실험체는 트러스를 구성하는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점용접으

로 접합하였다. 비교군 실험체의 수직･수평부재의 접합상세는 Fig.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50×75×3 (unit: mm)의 규격을 가지는 ㄱ형강을 사

용하여 볼트접합으로 이루어지며 시공의 편이성을 위하여 볼트접합 부위

Fig. 1. Test frame detail

Table 2. Information about weight of test frame

Component Part
Dimensions of 

component part (mm)
Weight (kN･f)

Slab

Upper part
X-dir. width: 4,500, Y-dir. 

width: 4,000, Thickness: 200
86.4

Lower part
X-dir. width: 4,500, Y-dir. 

width:4,000, Thickness:150
64.8

Beam

Upper
H-300×150×6.5×9 (SS400), 

Total length: 20,325
7.2

Lower
H-300×150×6.5×9 (SS400), 

Total length: 16,125
5.7

Column
H-350×175×7×11 (SS400), 

Length: 14,930
7.2

Sum of weight 171.4

Fig. 2. Analytical model

Table 3. Time history Analysis results (using CANNY)

Input wave (scale) PGA (g)
Maximum response story 

drift angle (rad)

Natural period 

(sec)

El Centro NS (100%) 0.342 0.011

0.414El Centro NS (200%) 0.684 0.022

El Centro NS (300%) 1.0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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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형강은 너트의 지름보다 큰 구멍과 볼트직경에 적절한 슬릿구멍이 조

합된 형태로 천공되어 있다. 실험에서는 대조군 실험체와 비교군 실험체를 

실험용 골조의 1면에 절반씩 동시에 부착을 하여 동일한 지진경험 하에서 

손상상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외부마감재의 경우 석재마감재(Stone 

Panel)와 금속마감재(Metal Panel)를 사용하였다. 석재마감재의 부착은 

다월 핀(Dowel Pin) 공법을 사용하였고 금속마감재는 피스접합공법으로 

강재트러스에 접합하였다. 외부마감재는 각 강재트러스에 2열로 배치하였

다. 또한 석재마감재의 경우 대조군 실험체(용접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의 

강재트러스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여 총 3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체 분류 및 강재트러스의 정보를 Table 4, Fig. 3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Fig. 3(a)에서의 Type1 형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용접 방식에 의해 시공

되는 강재트러스의 전형적인 배치형식이다.

3.2 실험방법

커튼월에 관한 내진성능 검증실험은 비구조재에 대한 공통적인 공인시

험방법, 예를 들어 AC-156 등에 준한 진동대 실험이나, AAMA 5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층간변위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동적시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6, 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

고 강재트러스의 접합방식에 따른 단계적인 손상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측지진파를 사용한 진동대 실험을 진행하였고, 지진기록의 가속도-시간

이력에서 가속도의 스케일을 점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측지진기

록은 El Centro NS (1940)파를 사용하였다. 기준이 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하여 Table 5에 나타낸 설정조건에 따라 KBC 2016에 제시된 

설계가속도스펙트럼 상의 0주기 가속도를 설계수준가속도(Design Level 

Acceleration)로 하여 관측지진파의 최대가속도(PGA) 스케일을 조정하

였다. 가진은 설계수준가속도(DLA)의 10%에서부터 450%까지 단계적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관측지진파의 정보와 가진단계

를 Fig. 4, Tables 6~7에 나타내었다. Table 7에서의 유효지반최대가속도

(EPGA)는 ATC 3-06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구하였고, 이후 실험결과를 원

하는 PGA 혹은 EPGA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진은 Table 4의 단계

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가력종료 조건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

도 선행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① 패널시스템 내 외부마감재가 완전탈락되고 더 이상의 시험 진행이 위

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강재트러스가 실험용 골조로부터 완전히 탈락되는 경우

③ 실험용 골조가 소성변형에 의해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④ 진동대(Shake table)의 가진용량한계(1 g)에 도달하는 경우

Fig. 5는 센서 측정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 측정의 목적은 구조물 및 

강재트러스가 저항하는 수평력 산정, 구조물의 층간변형각 측정을 위한 것

Table 4. Specimen list

Name
Finished 

material

Configuration of truss element

Welding type Bolted connection type

Stone 1 Stone panel Type 2 Type 2

Stone 2 Stone panel Type 1 Type 2

Metal Metal panel Type 1 Type 1

* Types about configuration of truss element is shown at Fig. 3(a)

(a) Configuration of truss element 

(b) Bolted connection detail

Fig. 3. Information of steel truss

Table 5. Set condition

Site class
Effective ground 

acceleration (g)
Risk category Performance level

Sc 0.22 Ⅰ Life Safety

Fig. 4. Acceleration-time history (El Centro NS, 1940)

Table 6. Using seismic wave information

Earthquake wave PGA (gal) Predominant period (sec)

El Centro NS 341.7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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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를 위하여 실험용 골조와 실험체의 주요위치에 로드셀, 변위측정장

치 및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위 측정계획: 실험용 골조의 층간변위 측정(LVDT 1~4), 

② 가속도 측정계획: 2종류 강재트러스의 상부와 하부 총 4개소(Accel. 

1~4), 실험용 골조의 상하부 2개소(Accel.5~6), 진동대 바닥 1개소 

(Accel. 7) 

③ 수평하중 측정계획: 20 ton용량까지 측정가능한 3축 로드셀을 실험

용 골조의 기둥하부에 4개소 설치(Load cell 1~4)

각 석재 마감재와 금속 패널이 부착된 석재1 실험체와 금속 실험체의 설

치전경을 Fig. 6에 나타내었다.

4. 실험결과

4.1 입･출력 가속도

Fig. 7은 가진단계에 따른 석재1 실험체의 1단계가력(0.2DLA)시의 입･

출력 가속도-시간이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출력가속도는 진동대 바

닥에서 측정한 가속도 기록을 의미한다. 또한 각 단계에 따른 실험체별 최대 

입･출력 가속도를 정리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최대 입･출력 가속도의 

오차는 0.68~16.64%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계획한 가속도레벨이 양

호하게 입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Input step information

Step Mark
Ratio by Design Level 

Acceleration (%)
PGA (gal) EPGA (gal)

1 0.2DLA 20 40.7 34.7

2 0.5DLA 50 101.8 86.6

3 1.0DLA 100 203.5 173.7

4 1.5DLA 150 305.3 259.9

5 2.0DLA 200 407.1 346.6

6 2.5DLA 250 508.8 433.2

7 3.0DLA 300 610.6 519.9

8 3.5DLA 350 712.3 606.5

9 4.0DLA 400 814.1 693.1

10 4.5DLA 450 916.2 779.8

* PGA at 1.0DLA is the zero period acceleration of design spectrum accor-

ding to KBC 2016

Fig. 5. Sensor measurement plans

(a) Stone1 specimen

(b) Metal specimen

Fig. 6. Test setup

Fig. 7. Acceleration-time history (Stone1, 0.2DLA)

Fig. 8. Comparison of input/output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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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속도 레벨에 따른 피해상황

가속도레벨에 따른 각 시험체별 피해상황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실

험체별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4.2.1 석재1 실험체

용접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설계레벨 가속도 50% 가진 시에 석재 

상부의 접착실리콘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가진레벨이 증가할수록 유사

Table 8. Damage condition according to the test step

Mark
PGA

(gal)

EPGA

(gal)

Stone1 specimen Stone2 specimen Metal specimen

Welding Bolted connection Welding Bolted connection Welding Bolted connection

0.2DLA 40.7 34.7 (No damage) (No damage) (No damage) (No damage) (No damage) (No damage)

0.5DLA 101.8 86.6

Partial fracture of stone 

panel

(No damage)

Partial fracture of stone 

panel

(No damage) (No damage) (No damage)

1.0DLA 203.5 173.7

Truss connection crack Crack of silicone

(No additional damage) (No damage)

Joint piece damage

(No damage)

1.5DLA 305.3 259.9
Expansion crack of truss 

connection
(No additional damage)

Truss connection crack

(No damage)
Out of plane deformation 

of metal panel
(No damage)

2.0DLA 407.1 346.6

Deformation of transom Additional crack of silicon

Silicone rubber tear

Additional crack of 

transom

Crack of almost silicone

Deformation of connector Truss connection crack Joint pieces damage

2.5DLA 508.8 433.2 (No additional damage) (No additional damage)

Connection fracture

(No additional damage)

Connection fracture

Joint pieces fracture

3.0DLA 610.6 519.9

Connection fracture

(No additional damage)

Additional connection 

fracture

Intensifying deformation 

of fasner

Separation of stone 

panels

(No additional damage)

Panel fall&transom 

failure
Panel deformation

3.5DLA 712.3 606.5

Increasing weld fracture 

of transoms 

Partial fracture of upper 

stone panels

(No additional damage)

Panels fall

(No additional damage)

Additional connection 

fracture

Additional pieces 

fracture

4.0DLA 814.1 693.1 (No additional damage) (No additional damage) - -
Large deformation of 

panel
(No additional damage)

4.5DLA 916.2 779.8

Panels fall Deformation of fasner

- -

Additional Panel fall
Large deformation of 

panel

* Structural damage is under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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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상이 각 부분에서 발생하고 설계레벨 가속도 가진 시에 강재트러스 용

접부에서 크랙이 발생함으로써 최초의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설계레

벨 가속도 200%에서는 석재 사이의 고무 실리콘이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

하였으며 강재트러스 용접부 균열을 동반한 변형이 관찰되었다. 설계레벨 

가속도 300%에서는 강재트러스 수평부재가 완전히 파단되었고 이후 가진

레벨의 증가에 따라 순차적인 수평부재 파단이 관찰되었다. 최종적으로 설

계레벨 가속도 450%에서 4개소의 석재마감재가 완전탈락 됨에 따라 실험

을 종료하였다. 반면,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설계레벨 가속

도에서 석재간 접착실리콘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설계레벨 가속도 400%까

지 구조적 피해가 관찰되지 않았다. 설계레벨 가속도 450%에서는 하부의 

ㄱ형강의 변형이 관찰되었으나 실험종료시까지 강재트러스에서 가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2.2 석재2 실험체

석재2 실험체의 용접 패널링 시스템은 석재1 실험체의 용접 패널링 시스

템과 강재트러스의 수직부재의 수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석재2 실험체의 용접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을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석재2 

실험체의 용접 패널링 시스템의 피해상황은 설계레벨 가속도 50%에서 ㄱ

형강 부분의 석재파손이 발생하였고 설계레벨 가속도 가진 시까지 추가피

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계레벨 가속도 150%에서부터 강재트러

스의 수평부재의 용접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가진레벨의 증가에 따라 

구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설계레벨 가속도 250%에서는 강

재트러스의 수평부재 3개소가 탈락하는 등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동반하였

고 설계레벨 가속도 350%에서 석재마감재 4개소가 완전히 탈락됨에 따라 

실험이 종료되었다. 석재1 실험체의 경우보다 더욱 조기에 외부마감재의 

탈락이 발생하였다. 반면,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가진종료시

까지 구조적 피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경향은 석재1 실험체와 유사하다.

4.2.3 금속 실험체

금속마감재의 경우 석재마감재 비하여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강재트러

스 및 외부마감재 접합용도의 ㄱ형강의 변형이 비교적 작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구조물에 대한 패널링 시스템의 중량비가 실제구조물

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석재마감재에 비해 가벼워진 중량의 영향은 전체 구

조물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 실험체의 용접 패널링 

시스템의 피해상황은 설계레벨 가속도에서 금속패널 접합피스의 손상으로 

최초 관찰되었다. 또한 설계레벨 가속도 200%에서 강재트러스 수평부재

의 용접부 크랙이 발생하였고 4개소의 금속마감재 접합피스 탈락이 관찰되

었다. 설계레벨 가속도 250%에서는 강재트러스의 수평부재 탈락이 관찰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가진레벨의 증가에 따라 강재트러스의 부재의 추가

적인 파단 및 금속패널의 대변형이 관찰되었다. 설계레벨 가속도 300%에

서 접합피스 모두 탈락하면서 1개소 금속패널이 완전 탈락 및 낙하가 관찰

되었고 설계레벨 가속도 450%에서 금속마감재 2개소가 완전히 탈락됨에 

따라 실험이 종료되었다.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설계레벨 가

속도 200%에서 금속패널 접합피스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실험종료시까지 

접합피스의 손상 추가 외에 구조적 피해가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실험체들에 대하여 외부마감재의 탈락은 강재트러스의 접합부 균

열 및 수평부재의 파단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동일한 가속

도가 입력되는 경우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은 용접 방식 패널링 시스

템에 비해 손상발생개소가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최종 가진단계에서 기존

의 용접 방식 패널링 시스템에서 외부마감재의 탈락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은 경미한 구조적 손상 혹은 건전한 상태를 유

지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작용 수평하중

강재트러스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재트러스 상･하

부에서의 응답가속도를 추출하였다. 강재트러스 상부와 하부에서 측정된 

최대응답가속도를 진동대 바닥의 최대응답가속도에 대한 비로 표시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개개의 응답치는 다소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적으로 강재트러스 하부의 최대응답가속도는 바닥에 비해 25%, 강재트러

스 상부의 최대응답가속도는 304% 가량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재트러스 하부의 최대응답가속도에 비해 상부의 최대응답가속도는 240% 

가량 증폭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트러스에 작용하는 최

대수평하중을 강재트러스 상부의 최대응답가속도에 패널링 시스템의 중량

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각 가진 단계별 최대수평하중을 Table 9와 같이 산

정한 설계등가정적하중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Fig. 10이다. Fig. 10에서 

석재 1,2 실험체의 용접방식 강재트러스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의 순간적

인 가속도 증폭에 의해 최대응답가속도가 가속도계의 용량(50 g)을 초과하

Fig. 9. Maximum response acceleration

Table 9. Horizontal seismic design force of paneling systems

Specimen 

classification
Connection type Weight (kg) 


 (kN)

Stone 1
Welding 597 4.14

Bolted connection 601 4.16

Stone 2
Welding 591 4.09

Bolted connection 601 4.16

Metal
Welding 182 1.26

Bolted connection 187 1.30

* Where, 

 

 


 : Spectral response acceleration parameter at short periods (=0.433 g)



 : Component impotance factor, set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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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로 인하여 초기단계 이후의 응답가속도 데이터가 불용상태가 되었

다. 하지만 불용상태가 되기 이전 단계에서 모두 설계 등가정적하중을 초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재트러스에 작용하는 최대수평하중은 설

계 가속도레벨 단계를 전･후로 하여 등가정적하중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등가정적하중 초과이후 가진단계에서 대부분의 패널링 시스템은 

경미한 손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재1 실험체의 용접 방식 패널

링 시스템의 경우 강재 트러스 접합부의 용접균열과 같은 구조적 피해가 발

생하였다.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경우 등가정적하중에 따른 수평지진

력과 전도모멘트에 대하여 바닥면에 접합된 볼트 및 기타저항력을 검토한

다.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력하중에 대하여 강재트러스와 골

조가 충분한 안전율을 가지고 접합되어 있으므로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가 가지는 등가정적하중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강재트러스와 패널과의 접합력 및 대규모 지진 시 가속도 증폭에 대한 검

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응답층간변형각에 따른 손상분석

실험체가 설치된 실험용 골조는 패널링 시스템이 구조물의 앞면에서 설

치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중심과 강심이 구조물의 중심에서 앞쪽으로 형성

되며 이에 따라 가진동안 편심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패

널링 시스템의 중량은 실험용 골조의 상부 슬래브 중량에 비하여 충분히 작

고 설치된 강재트러스는 구조물의 수평강성에 대한 기여분이 미미하므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용 골조의 앞쪽과 

뒤쪽의 상하부에 변위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상대변위를 측정하였

고 Fig. 11에 나타낸 방법으로 층간변형각을 계산하였다. Fig. 12는 석재1 

실험체의 주요 가진 단계에서의 응답층간변형각-시간이력을 나타낸 것이

며, 타시험체들 또한 석재1 실험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시험을 위한 실험용 골조는 1층 골조로 구성되었지

만 고유주기가 0.4초대로 나타나므로 대략 4~5층 규모의 강구조 건물의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다. 설계레벨 가속도 가진 시 최대응답층간변형각은 대략 

1% rad, 층간변형각 2% rad을 초과하는 시점은 설계레벨 가속도의 200%, 

가진종료 시까지 대략 4% rad 정도의 대변형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와 같은 결과는 3장에서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대응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층변형각에 따른 패널링 시스템의 손상 정도를 비교

하기 위하여 ASCE 41-13에 준하여 성능수준별 패널링 시스템의 손상 예

를 Table 10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위 어셈블리 부품의 교체가 필요없는 정

도의 경미한 손상, 예들 들어 실링제의 균열, 접합용 볼트 혹은 피스의 풀림

(a) Stone 1

(b) Stone 2

(c) Metal

Fig. 10. Horizontal force of paneling system according to seismic 

step

Fig. 11. Measurement of story drift angle

Fig. 12. Response story drift-time history (Stone 1 specimen)



외부마감재가 부착된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실험

31

은 기능수행 단계의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하위 어셈블리 부품의 교체가 필

요하거나 육안으로 뚜렷이 확인되는 손상, 예를 들어 마감재의 부분적 파손 

및 변형, 접합피스의 탈락, 파스너의 소성변형은 위치유지 단계의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강재트러스의 대변형, 부재파단, 파스너의 대변형 및 탈락 등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한 손상을 인명보호 단계의 손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어느 단계에 대해서도 외부 마감재의 낙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최대응답층간변형각에 따라 정의한 손상단계를 표시하여 Fig. 13에 나

타내었다. Fig. 13의 그래프의 종축은 각 가진단계에서의 최대 가속도 입력

을 나타낸 것이다. 패널링 시스템은 구조물의 슬래브와 기둥부재에 조밀한 

간격으로 접합되어 있고 접합요소가 변형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능력을 가

지는 조건에서 패널링 시스템의 발생변위는 구조물의 발생변위와 거의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설계레벨 가속도 100%를 기준으로 모

든 실험체의 최대응답변형각은 1% rad이내로 나타났고 현행 국내기준의 

모든 내진등급의 상대변위 제한치를 만족한다. 따라서 실험용 골조는 설정

한 지역 및 지반조건에 대하여 내진특등급 건물의 응답변위특성을 가지는 

구조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존의 용접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은 앞서 기술하

였듯이 설계레벨단계 가진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층

간변형각 1% rad 응답시 석재1 실험체에 인명보호 단계의 손상이 발생하

였다. 또한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최대응답층간변형각 1~2% rad사이에 구

조적 손상을 동반하였다. 반면, 볼트접합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층

간변형각 2% rad내에서는 무손상 혹은 경미한 손상만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성능수준을 고려한 적용가능범위

4.4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능수준에 따른 패널링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설계등가정적하중 작용시 발생한 손상에 따라 각 성능수준의 

만족여부를 나타낸 것이 Table 11이다. 또한 국내기준의 내진등급에 따라 

패널링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성능수준 단계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의 용접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은 현행 국내기준에 따

른 설계수평력과 허용변위에 대하여 건물의 내진등급 및 건물주의 요구성

Fig. 13. Damage conditions of paneling system according to story drift

Table 10. Define of damage for paneling system according to perfor-

mance level

Performance target for paneling system

Operational (OP) Position Retention (PR) Life Safety (LS)

∙ crack of sealing

∙ damage of joint piece

∙ partial fracture of stone 

panel

∙ minute weld crack of 

truss

∙ plastic deformation of 

metal panel

∙ silicone rubber tear

∙ panel joint piece fall

∙ minute deformation of 

fasner

∙ large deformation of 

truss

∙ large crack or separa-

tion of truss connec-

tion

∙ truss connection fracture

∙ large deformation & fal-

ling of fasner

∙ panel fall

* The contents were prepar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able 1

Table 11. Performance level evaluation of paneling systems at the 

seismic design force

Performance level

Welding type

paneling system

Bolted connection type

paneling system

Stone1 Stone2 Metal Stone1 Stone2 Metal

Operational NG NG OK OK OK OK

Position Retention NG OK OK OK OK OK

Life Safety OK OK OK OK OK OK

Table 12. Available performance level about story drift according to 

risk category

Risk category 

(Allowable story 

drift)

Welding type

paneling system

Bolted connection type

paneling system

Stone1 Stone2 Metal Stone1 Stone2 Metal

Special (1% rad) LS PR OP OP OP OP

Ⅰ (1.5% rad) LS PR PR OP OP OP

Ⅱ (2% rad) LS LS PR OP OP OP

* OP: Operational, PR: Position Retention, LS: Life Safety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2권 1호 (통권 제120호) | January 2018

32

능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볼트접합 방

식의 패널링 시스템은 국내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내진범주에 대하

여 자유로운 성능수준 설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상세를 보완한 내진공법으

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볼트접합 방식의 강재트러스를 가지는 패널링 시스템의 

면내방향 변위추종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대형 진동대 실험을 진행하

였다. 대조군은 기존의 점용접 방식으로 접합되는 강재트러스 시스템이다. 

비교 실험을 통하여 구조물에 입력되는 바닥가속도의 크기 및 층간변형각

에 따른 패널링 시스템의 손상상태를 비교․확인하였고, 현행기준에 대비하

여 수평하중 및 변위제한에 따른 패널링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강재트러스 

접합형식에 따라 각각 평가해보았다. 이때 커튼월의 손상에 대한 단계별 정

의를 설정하기 위하여 성능설계에서 요구되는 비구조재의 손상수준에 관

한 ASCE기준내용을 참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석재 마감재를 부착한 2가지 케이스와 금속패널을 부착한 1가지 케이스

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볼트접합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은 용접 방

식의 패널링 시스템에 비하여 동일한 지진경험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손상을 나타내었다. 용접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은 강재트러스의 부재 

파단 및 외부 마감재의 탈락 등의 심각한 구조적 피해가 선행적으로 나타

났으며 동일한 시점에서 볼트접합 방식의 패널링 시스템의 피해는 보수

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에 머무름을 확인하였다. 

2) 강재트러스의 상부 응답가속도평가를 토대로 하였을 때 최종가력단계 

이전 모든 시험체에 국내기준에 따른 등가정적하중을 상회하는 수평력

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가정적하중을 초과하는 다음 단계에서

의 볼트접합 방식 패널링 시스템의 손상은 대체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머

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재마감재를 부착한 용접 방식의 패널링 시스

템에서는 강재트러스의 용접부 크랙과 같은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다. 

3) 최종단계 가력 시까지 구조물의 응답 층간변형각은 대략 4% rad이상으

로 나타났다. 가력 단계별 응답 층간변형각에 따른 패널링 시스템의 거시

적 손상상태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능수준에 따른 커튼월 요소의 

손상상태를 국외의 기준에 준하여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볼트접합 방식

의 패널링 시스템의 경우 국내기준의 가장 낮은 설계등급(내진등급Ⅱ)

의 허용층간변형각인 2% rad 거동시까지 기능수행(Operational)의 성

능수준 만족이 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등급의 구조물에 원하는 성능수준

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존의 용접 방식의 패널링 시

스템의 경우 구조물의 등급 및 성능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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