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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Buckling restrained braces reinforced with engineering plastic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existing buckling restrained brace. The proposed PC-BRB was fabricated 

to evaluate the reinforcement effect by carrying out a structural performance test and a full-scale two-layer frame test 

through cyclic loading test. As a result of PC-BRB's incremental and cyclic loading test, stable hysteresis behavior was 

achieved within the target displacement,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adjustment coefficient satisfied the recommendation. 

As a result of the real frame experiment, the strength of the reinforced specimen increased compared to the unreinforced 

specimen, and the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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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하중에 대한 수평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기존 골조의 강도 및 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진보강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브레이스(Brace)를 설치하는 가새

골조 시스템(Braced framed system)은 미리 부재를 조

립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개구부 

설치 용이 등과 같은 시공의 용이성과 적은 물량으로 횡

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으로 타 보강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 내진보강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일반적인 가새골조(Braced frames)에 지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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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중이 작용할 경우 심재의 횡좌굴 및 국부좌굴에 

의하여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전 내력저하로 설계 과정

에서 고려된 강도만큼 발현되기 힘들며, 가새의 좌굴로 

인한 불안정한 거동으로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1). 

이러한 심재의 좌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

판코어에 횡지지요소를 결합한 비좌굴가새(Buckling 

restrained brace)가 기존 가새골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진보강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Fig. 1> Buckling restrained braced frame

대다수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비좌굴가새는 

심재요소의 좌굴거동에 대해 충분한 휨강성을 갖도록 

충전재를 사용한다. 충전재는 습식공법을 통한 모르타르

를 사용한 형태이며, 충전재와 심재 사이에 마찰면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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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는 비부착물질을 두어 충전재가 좌굴구속의 기능

만 할 수 있도록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르타르로 충

진한 비좌굴가새는 비부착물질에 대한 처리와 타설 공

정으로 인한 제작효율 저하로 인해 제작 공정에서 오차

발생의 확률이 증가하는 시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2). 이에 따라 조립식 공정의 적용과 제작 과정을 최

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상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비좌

굴가새를 골조에 적용하기에 앞서 조립식 공정에 사용

된 보강재가 심재의 좌굴구속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휨강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구조성능

실험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비좌굴가새의 제작 및 시공 

공정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업용 플라스틱

(Engineering plastics)을 보강재로 사용하여 조립식 공

정을 적용할 수 있는 비좌굴가새(PC-BRB, Precast- 

Buckling Restrained Braces)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비

좌굴가새를 제작하여 반복가력실험과 증분가력실험을 

통한 PC-BRB의 구조성능실험과 실물 크기의 2층 골조

실험을 수행하여 보강 효과를 평가하였다.

2. PC-BRB 개요

2.1 PC-BRB의 구성

PC-BRB는 공업용 플라스틱을 충전재로 사용한 비좌

굴가새로 <Fig. 2>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구속 항복구

간(Restrained yielding segment), 구속 비항복구간

(Unrestrained nonyielding segment), 비구속 비항복구

간(Unrestrained nonyielding segment)의 3가지 구간

으로 구분된다. 

<Fig. 2> Component of PC-BRB

<Fig. 3> Segments of PC-BRB

구속 항복구간은 철골심재와 외부 강관 및 충전재로 

보강된 항복구간으로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 하에서 

심재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고 항복 후 소성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이력거동이 요구된다. 제안된 PC-BRB의 충전

재는 강도와 탄성이 큰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보통 중량

의 콘크리트에 비해 경량이다. 따라서 별도의 타설 과정 

없이 충전재 형태로 제작된 부재를 조립하여 시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심재와 충전재 사이에 마찰 없

이 거동하도록 비부착물질을 도포하는데, 제안된 비좌굴

가새의 충전재는 마찰계수가 낮은 공업용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별도 비부착물질의 도포 과정이 없으므로 제

작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비구속 항복구간은 항복구간에 연속한 구간이지만, 심

재가 항복구간에서 하중전이가 용이하도록 탄성거동을 

확보하여야 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응력집중을 완화

하기 위하여 강재가 변단면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비구속 비항복구간은 골조와 접합을 위한 구간

으로 항복구간에 비하여 큰 단면이 요구된다. 일반적으

로 거셋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거나, 용접접합, 핀접합으

로 설치된다. 

2.2 PC-BRB의 설계

PC-BRB의 하중-변위곡선은 <Fig. 4>와 같이 가새의 

이상적인 Bilinear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 Bilinea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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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1)

max                           (2)

Bilinear 곡선에서 항복강도와 항복변위는 심재가 받

을 수 있는 공칭 항복강도와 변위이며, PC-BRB가 받는 

최대하중은 식 (1), (2)와 같이 인장강도 조정계수( ), 

압축강도 조정계수()를 통해 산정한다. 

인장강도 조정계수( )는 Seismic Provisions(AISC, 

2016)에서 변형 경화에 의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설

계 층간변위의 2배인 최대변위에 상응하는 심재의 최대

인장하중에 대한 항복하중의 비이며 식 (3)과 같다. 압

축강도 조정계수()는 최대압축력과 최대인장력의 비로 

식 (4)와 같으며, 성능실험 시 모든 주기에서 1.3이 초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max
                       (3)

 


max
max

                      (4)

여기서, =공칭항복강도, =심재 단면적, max=
인증실험 결과로부터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한 최

대인장력( ), max=인증실험 결과로부터 측정한 최대

압축력( )이다.

<Fig. 5> Load flow of braced frame

심재는 <Fig. 5>와 같이 기존 골조에 작용하는 횡력

에 대한 가새축력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음부 없

이 설계하여야 한다. 가새가 받는 축력()에 따라 심

재의 공칭항복응력()과 순단면적( )을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강재의 탄성계수

( ), 심재의 길이(), 심재의 항복응력()을 통해   

식 (6)과 같이 항복변위를 산정할 수 있다.

 ≤                         (5)

 

×
                       (6)

압축하중 하에서 충전재가 코어의 휨변형에 의한 좌

굴을 구속시켜주기 위해 충전재와 심재의 충분한 간격

()이 필요하다3). 이는 심재의 압축에 의한 포와송 효과

를 고려하여 설계하는데, 강재의 항복 포와송비(=0.5)

를 적용하여 코어와 충전재 사이의 간격은 식 (7)과 같

이 산정하였다.

                          (7)

<Fig. 6> Interval between core and filler

여기서, =비부착물질층의 두께(없는 경우 1~2mm

로 가정), =항복영역에서의 강재의 축방향 변형률,   

=심재의 두께이다.

외부 케이싱 및 충전재는 심재의 좌굴방지가 주된 역

할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휨강도는 좌굴 매커니즘에 

기반한 오일러 좌굴이론식 혹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경험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안된 비좌굴가새에서는 

Watanabe et al.(1989)이 제안한 식4)에 따라 오일러 좌

굴이론을 기반으로 가새의 초기변형 및 편심하중을 고

려하여 보강재의 요구휨강도( )가 심재의 항복내력

()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8)

 ≥   (Watanabe et al.(1989))         (9)

여기서, =외부케이싱의 길이, =강재의 탄성계수, 

=외부케이싱의 단면2차모멘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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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 비항복구간인 접합부 거셋플레이트는 골조와

의 접합을 위한 구간으로 접합부의 국부좌굴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가새강도를 적용한 최대하중인 

max, max에 대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구속 항복

구간에서 극한변위까지의 충분한 비탄성변형을 하기 위

해서 거셋플레이트가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거셋플레이

트에 스티프너(Stiffener)로 보강하여 접합부의 국부좌

굴을 방지할 수 있다. 

3. PC-BRB 성능실험

3.1 실험체 계획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비좌굴가

새의 이력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증분가력실험과 반복가

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Seismic 

Provisions(AISC, 2016)5)’에서 요구하는 비좌굴가새의 

표준 요구성능과 비교하였다.

증분가력실험과 반복가력실험에 사용된 PC-BRB 실

험체는 동일하며, 실험체의 도면을 <Fig. 7 (a)>와 같이 

나타내었다. 심재는 SS275(  
)의 강재를 

사용하였으며, 공칭항복강도는 으로 설계하

였다. 압축하중으로 인한 심재의 좌굴을 구속시켜주는 

충전재는 공업용 플라스틱 중 강도가 우수하고 마찰계

수가 낮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였다. 

(a) Specimen (PC-BRB)

(b) Cycling loading test setup

<Fig. 7> Detail of specimens 

실험체는 500kN 유압 서브 엑츄에이터의 변위제어를 

통해 <Fig. 8>의 하중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평방향으로 

가력하였다. 반복가력실험의 하중프로토콜은 KDS 41 

17 006)에 따라 최대고려지진 시 예상되는 장치변위 

0.33배를 10회, 0.67배를 5회, 1.0배를 3회씩 가력하였

다. 증분가력실험은 FEMA-4617)에 따라 최소변형량

(∆)이상에서 각 사이클마다 1.4배씩 변위를 증폭하여 

목표변위 제어량까지 가력하였다. 변위는 가력 시 코어

가 자유단 거동하는 단부에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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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d protocol for incremental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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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ad protocol for cyclic loading test

<Fig. 8> Load protocol for loading test

3.2 실험 결과

증분가력실험과 반복가력실험의 하중-변위 그래프를 

<Fig. 9>와 같이 나타내었다. Seismic Provision(AISC, 

2016)의 권고조항5)에 따라 실험체의 하중-변위 이력은 

안정하고 반복적인 거동을 보여야 하며 각 실험체는 파

단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해야 한다. 증분가력실험 결과, 

인장력과 압축력에서 목표변위 21.7mm에 도달하였을 

때까지 모두 내력저하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동이 나타

났다. 목표변위에 도달하였을 때 최대 인장강도는 

256kN, 최대 압축강도는 290kN으로 압축하중 가력 시 

인장강도에 비해 약 13%의 하중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반복가력실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싸이클별 강도저

감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동이 나타났으며, 최대압축강도

는 296kN, 최대인장강도는 249kN으로 나타나 압축하

중 가력 시 약 18% 하중을 더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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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remental loading test

(b) Cyclic loading test

<Fig. 9> Load-Displacement curve

비좌굴가새의 최대압축강도가 최대인장강도보다 높은 

이유는 보강재가 심재에 횡력을 구속하여 더 높은 강도

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며, 압축측과 인장측의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 Seismic Provision(AISC, 

2016)에서는 권장하는 압축강도 조정계수()를 

 ≤  ≤ 으로 제한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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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compression-strength adjustment factor

표준 요구성능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복가력

실험의 가력주기별 압축강도 조정계수()를 <Fig. 10>

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었다. 모든 가력주기에서 최대압

축력과 최대인장력의 비인 압축강도 조정계수()는 1.3

이하로 나타나 권장하는 표준요구성능을 만족하였다. 

<Fig. 11>은 증분가력실험과 반복가력실험의 실험 결

과에 따른 포락선과 비좌굴가새의 거동을 이론적으로 

이상화한 Bilinear curve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에 

의한 포락선과 예측한 Bilinear curve는 유사하였으며, 

항복강도와 최대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Properties Compression Tensile

Yield strength (kN) 222.75 222.75

Yield displacement (mm) 3.3 3.3

Initial stiffness (kN/mm) 67.05 67.05

Post-yield stiffness (kN/mm) 3.375 2.025

Post-yield stiffness ratio () 0.05 0.03

Max. strength (kN) 290 251

Max. displacement (mm) 23.22 17.25

<Table 1> PC-BRB properties (Analytical)

 

Properties Compression Tensile

Yield strength (kN) 218.81 208.49 

Yield displacement (mm) 4.13 3.93 

Initial stiffness (kN/mm) 53.015 53.015 

Post-yield stiffness (kN/mm) 3.34 2.72 

Post-yield stiffness ratio () 0.063 0.05 

Max. strength (kN) 290.64 256.56 

Max. displacement (mm) 21.83 21.84 

<Table 2> PC-BRB propertie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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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with bilinear curve

4. 보강골조 성능실험

4.1 실험체 계획

PC-BRB로 보강된 골조의 내진 보강 전후의 내진성

능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체를 <Table 3>과 같이 계획하

였으며, 각각의 실험체 도면은 <Fig. 12>와 같다. 무보강 

골조(Specimen 1)는 압축강도 21Mpa(   )

의 RC골조로 기둥의 전단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하

였다. 보강골조는 기존 RC골조를 PC-BRB와 철골프

레임으로 보강한 골조이며, 철골프레임은 강재 SS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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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1 (b) Specimen 2 (c) Specimen 3 (d) Specimen 4

<Fig. 12> Details of specimens

Specimens Shape
Connection type

(PC-BRB-Steel frame)

Connection type

(RC-Frame-Steel frame)

Material of

RC-frame

Material of 

steel

Specimen 1

(RC-frame)

RC-moment 

frame
- -

Concrete : 

  
-

Specimen 2

(Reinforced frame)
Chevron type

Gusset plates with 

high strength bolt 

External reinforcement 

with anchor bolt
Concrete : 

  
SS275 : 

  
Specimen 3

(Reinforced frame)
Chevron type

Gusset plates with 

high strength bolt 

Internal reinforcement 

with anchor bolt

Specimen 4

(Reinforced frame)

Knee-brace 

type

Gusset plates with 

pinned joint 

Internal reinforcement 

with anchor bolt

<Table 3> Specimen of incremental loading test for RC frame

(a) Chevron type (b) Knee-brace type

<Fig. 13> Detail of connected section

(  
 )을 사용하여 H-250☓250☓9☓14

로 설계하였다. 

보강골조 실험체는 PC-BRB와 철골프레임의 접합형

태에 따라 <Fig. 12 (a)>와 같이 기존 RC골조에 거셋플

레이트를 이용하여 고력볼트 접합한 Chevron type과 

<Fig. 13 (b)>와 같이 핀접합한 Knee-brace 

type(Speimen 4)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Chevron type

은 철골프레임과 기존 RC골조의 부착 위치에 따라 

Chevron type 외부부착형(Specimen 2)과 내부부착형

(Specimen 3)으로 보강하여 3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4.2 하 조건  실험 방법

2층 실물골조실험은 <Fig. 14>와 같이 골조프레임 앞, 

뒤로 H형강 프레임을 설치하여 면외방향 편향을 방지하

였다. 실험 방법은 500kN 서브 엑츄에이터를 설치하여 

<Fig. 15>의 하중 프로토콜에 따라 변위제어를 통한 증

분가력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4> Cycling loading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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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oad protocol for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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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4.3.1 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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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F load-displacement curve (Specimen 1) (b) 2F load-displacement curve (Specim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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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oad-Displace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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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Strength

(70% LS Level)

Strength

(70% CP Level)

Max. strength

(Story drift ratio)

Ductility

()

Energy dissipation

()

Specimen 1
222kN

(1.4%)

248kN

(2.1%)

259.09kN

(2.23%)
5.83 48473.8kN·㎜

Specimen 2
809kN

(1.4%)

927kN

(2.1%)

992.03kN

(3.03%)
6.67 591030.6kN·㎜

Specimen 3
1088kN

(1.4%)

1104kN

(2.1%)

1122kN

(2.35%)
10.32 707183.1kN·㎜

Specimen 4
768.51kN

(1.4%)

795kN

(2.1%)

815kN

(2.40%)
8.55 511650.3kN·㎜

<Table 5> Result according to incremental loading test

PC-BRB 보강구조물의 목표내진성능은 <Table 4>와 

같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2019)8) 및 기존시설물(건

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2019)9)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층간병형률을 평가하였다. 내진설

계된 RC 모멘트골조의 경우 LS Level인 2%와 CP 

Level인 3%의 층간변형률 이내에 내력저하 없이 안정

적인 이력거동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의 목표성

능은 내진설계 되지 않는 RC 모멘트골조로 해당 층간변

형률의 70% 수준으로 목표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Structure 

type
Seismic design

Non-seismic 

design 

RC-moment 

frame

IO LS CP IO LS CP

0.7 2 3 0.49 1.4 2.1

<Table 4> Target of story drift ratio for seismic 

performance

<Fig. 16>은 2층 실물골조 실험의 각 실험체별 하중-

변위 그래프이며, 실험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실험체는 목표성능수준인 70% LS 

Level(1.4%), 70% CP Level(2.1%)의 층간변위에 해당

하는 10 Step, 12 Step까지 내력저하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동을 하였다. 보강골조인 Specimen 2~4는 LS 

Level인 층간변형률 1.4%에서 무보강골조보다 각각 

3.6배, 4.9배, 3.46배 강도가 증가하였고, CP Level인 층

간변형률 2.1%에서는 3.73배, 4.45배 3.20배 강도가 증

가하였다. 최대내력의 경우도 무보강골조에 비해 보강골

조실험체인 Specimen 2~4가 증가하였고, 특히 Chevron 

type으로 내부보강된 Specimen 3이 4.33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최대내력점 이후 각 실험체는 기둥 하단부

전단균열 및 기둥 주근의 국부좌굴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4.3.2 변 연성도

변위연성도(Displacement ductility ratio)는 항복 후 

극한변형까지 구조물이 버틸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지표로써 식 (10)과 같이 구조물의 항복변위(∆)

에 대한 극한변위(∆max)의 비로 측정한다. 항복변위는 

실험체 최대내력의 75%에 해당하는 내력과 하중-변위

곡선이 만나는 교점으로 산정10)하였으며, 극한변위는 실

험체의 내력이 최대에 도달할 때 해당하는 지점으로 산

정하였다.

∆ ∆

∆max
                            (10)

<Fig. 17>은 가 실험체별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Fig. 18>은 최대내력을 기준으로 변위연성

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도표이다. Specimen 2~4의 변위

연성도는 무보강골조에 비해 각각 1.14배, 1.77배, 1.46배

로 모든 실험체의 변위연성도가 무보강골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특히 Chevron type의 내부보강골조 실험체

인 Specimen 3의 변위연성도가 1.77배로 가장 큰 값이 

나타났다. 이는 가새골조가 수평력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존 골조와 철골프레임의 접합 간 일체성을 확보11)하여

야 하며, Specimen 3은 기존 골조와 철골프레임의 내부

접합으로 전체 보강구조물 중 강도와 연성도가 가장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3.3 에 지 소산능력

에너지 소산능력(Energy dissipation capacity)는 지

진발생 시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에너지를 구조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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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Ductility ratio of specimens

흡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있

어서 중요한 지표이다. 

<Fig. 19>는 무보강골조와 보강골조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무보강실험체는 보-기둥 

접합부에 최초 균열이 발생한 횡변위비 0.5%에서 에너

지소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력이 진행

되는 동안 최대 13,999kN·mm의 에너지소산량을 나타

내었다. PC-BRB를 Chevron type으로 내·외부를 보강

한 실험체인 Specimen 2와 Specimen 3은 붕괴방지 레

벨(CP Level)을 초과한 스텝 기준으로 각각 

93,568.2kN·㎜, 124,053.1kN·㎜의 에너지를 소산하여 

보강 전에 비해 각각 16.95배, 12.78배의 에너지소산량

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C-BRB를 Knee-brace 

type으로 보강한 실험체인 Specimen 4도 보강 전 실험

체 대비 붕괴방지 레벨(CP Level)을 초과한 스텝 기준

으로 11.62배 에너지소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모

든 PC-BRB 보강실험체가 보강 전 골조에 비해 소산에

너지가 증가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좌굴가새의 시공적인 단점을 보완하

(a) Energy dissipation

(b)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Fig. 19> Energy dissipation 

기 위하여 조립식 공정을 통해 공업용 플라스틱을 충전

재로 보강한 비좌굴가새를 제안하였다. 이를 실험적 구조

성능평가를 통해 보강 효과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보강한 비좌굴가새 실험체의 

반복가력실험과 증분가력실험 결과, 하중-변위곡선은 

목표변위 내에서 내력저하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동을 

하였으며, ‘Seismic Provision(AISC, 2016)’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을 만족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한 포락선은 예

측한 Bilinear curve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반복가력실험과 증분가력실험에서 싸이클별 인장

강도보다 압축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압축하중 하

에서 충전재의 좌굴구속으로 인한 비좌굴가새의 구조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

축강도 조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싸이클별 

 ≤  ≤  이내로 ‘Seismic Provision(AISC, 

2016)’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을 만족하였다.  

3) PC-BRB를 실물 크기의 2층 RC골조에 적용한 결

과, 목표 층간변형률 내 내력저하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

동을 하였으며, 무보강골조에 비해 모든 보강실험체가 

LS Level과 CP Level의 층간변형률에서 강도가 증가하

였다. 특히 보강골조 실험체의 최대내력은 Chevron 

type으로 기존 골조와 내부 접합된 Specimen 3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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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골조 실험체인 Specimen 1에 비해 4.33배 강도가 

증가하였다. 최대내력점 이후 1층 기둥 하단부의 전단균

열 확장으로 인한 취성파괴와 기둥 주근의 좌굴로 실험

을 종료하였다. 

4) 변위연성도 및 에너지소산량은 보강골조실험체인 

Specimen 2~4가 무보강골조인 Specimen 1에 비해 증

가하였으며, Chevron type의 PC-BRB에 철골프레임을 

내부보강한 Specimen 3이 변위연성도와 에너지소산량

이 각각 1.77배, 16.95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5) 구조성능 실험 결과, 공업용플라스틱으로 보강한 

PC-BRB는 비좌굴가새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며, 무보강

골조에 비해 내진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실

험 변수를 다양하게 하여 추가적인 구조성능실험을 수

행하고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통한 정밀구조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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