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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경주지진)과 2017년(포항지진)에 연이은 규모 5 
이상의 중강진이 발생하여 한반도에서의 지진피해에 대한 

구체성이 확인되었다. 구조물의 손상과 더불어 간판, 건물

외벽 치장재, 유리 등 비구조재의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구조재에 비해 지진에 대

한 대비가 부족했던 각종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대책이 활발

히 논의되고 있다.
많은 건축물의 외장에 석재패널이 사용되고 있어, 구조물

과 석재패널을 연결하는 연결철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

대책에 필수적이다. 이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내진능력인 수

정 메르칼리 진도(MMI) 7등급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KDS 41 17 00[1]에 따라 “LH공

동주택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외부치

장 석재패널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석재 외장

재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하지재 시스템과 연결철물의 구조

성능 및 내진성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구조물의 내진성능은 일반적으로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

이 지배적이므로 새로운 접합부를 개발하고 반복가력 실험

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한다[4]. 외장재의 경우, 지진시 발생

하는 큰 동적 횡하중과 구조변형에 대해 취성이 강한 석재

패널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충격흡수와 탄성거동 확보와 같

은 강재 연결재의 구조적 성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수

고무판이 적용된 DK 내진앵글 연결재가 개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강진 발생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석재

패널용 연결철물인 DK 내진앵글 연결재에 대한 구조시험

을 수행하였다. 지진발생시 건물의 진동거동을 모사하는 대

형 진동대 실험과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층간변형에 대한 정

적 변형실험을 통해 개발된 DK 내진앵글 연결재의 우수한 

내진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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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K 내진앵글 연결재

일반적으로 외부치장 석재패널은 연결철물로 지지되며, 
Fig. 1과 같이 석재 한 개 패널에 하부 2개와 상부 2개의 연

결철물이 설치된다. 연결철물은 크게 L형 고정앵글, 조정판, 
꽂음촉으로 구성되며, 이 연결철물이 구조벽체에 앵커링된

다. 지진 발생시 외부치장 석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

재패널과 연결철물의 연결부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석재를 지지하기 위한 연결재인 꽂음촉의 현재 상세

와 요구조건들이 강진에 대하여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제작 및 시공 현황을 고려

할 때, 기준이나 매뉴얼 등에서 요구하는 연결철물 상세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Fig. 1. Typical angle connector assembly

이와 같은 현재의 석재패널 연결철물의 내진 취약성을 개

선하고, 강진에 대한 석재패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DK 내진앵글 연결재는 Fig. 2와 같이 조정판과 

고정앵글의 일체화를 향상하는 상세를 갖고 있으며, 대표적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판과 고정앵글 사이에 특

수고무판(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을 삽

입하는 상세를 가지고 있다. 특수고무판의 전단변형을 통한 

탄성거동이 확보되어 면내 변형에 따른 조정판의 비틀림과 

강재의 영구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조정판에 일체화

된 사각의 꽂음촉 형상과 석재홈의 응력집중완화와 충격흡

수를 위한 특수고무판(EPDM)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

진 발생 시 석재와 꽂음촉과의 접촉에 의한 석재 국부적 손

상을 방지할 수 있다. 연결철물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

판 및 강대(KS D 3698)의 STS 304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특수고무판(EPDM)은 ASTM 표준 D-1418에 따

른 M-Class 고무로, 최소인장응력 17 MPa, 파단변형률 2.0
을 확보하고 있다. 고정앵글과 조정판을 연결하는 근각볼트

로 M8이 적용되었다. 고정앵글은 L-60×50×5(폭 75 mm), 
굴곡조정판은 PL-70×50×3로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꽂

음촉은 폭 22 mm, 높이 22 mm, 두께 2 mm로 제작하며, 두
께 1 mm의 특수고무판(EPDM)이 끼워져, 꽂음촉 총 두께는 

4 mm이다.

Fixing angle

Adjustable plate

EPDM

Flanged pin

Bolt & nut

Fixing angle 
L-60×50×5 (75)

EPDM

Adjustable plate 
PL-70×50×3

Flanged pin

Fig. 2. DK seismic angle connector assembly and its elements

3. 대형 진동대 실험

폭 1,200 mm, 높이 600 mm, 두께 30 mm인 석재패널 9개

를 DK 내진앵글 연결재를 사용하여 강성이 확보된 3600× 
1200× 1000 지그에 설치하였다. 지그인 구조체의 수평부재와 
가새 단면은 ㄷ-75×40×5×7, 수직부재 단면은 ㄷ-100×50× 
5× 7.5로 제작하였다. 모든 부재의 강종 SS275를 사용하였다. 
무게 60 kgf 석재패널 당 상부 2개, 하부 2개의 DK 내진앵글 

연결재가 설치되었으며, 균등한 하중 분배를 위해 모서리에

서부터 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되었다. 꽂음촉 설치를 위

한 석재패널에는 두께 6 mm, 깊이 10 mm, 길이 70 mm의 홈

을 천공하였다. 설치된 석재패널들은 6 mm의 이격거리를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실리콘 마감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시공된 시험체를 Fig. 3와 같이 대형 3축 진동대 위에 강결하

였으며, 면외방향, 면내방향, 수직방향을 각각 x, y, z축으로 

지정하였다. 시험체의 진동 응답 계측을 위해 4개의 3축 가

속도계를 Fig. 4와 같이 진동대, 수직 지그 상부와 하부, 하
부 석재패널에 설치하였다. 3축 가속도계의 설치 방향은 상

기의 축방향과 동일하다.



김준희･이경구･김우리･윤순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33권 제4호(통권 제173호) 2021년 8월  259 

xy
z

Fig. 3. Experimental setup

Jig top

Stone panel
Jig bottom
Shake table

Fig. 4. Accelerometer deployment (12 channels)

진동대 가진 스펙트럼은 Table 1과 같이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제시된 설계응답스펙트럼(지진구

역계수 0.11, 위험도계수 2.0, 지반종류 S5),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이하 KRRA) 고시 스펙트

럼[5]의 1.2배 및 북미지역의 통신설비시스템에 관한 종합 규

격, Telcordia GR-63-CORE[6]에서 제시하는 스펙트럼 중 강

도가 큰 Zone 4를 적용하였다. 설계응답스펙트럼은 건축물

을 통해 증폭된 진동을 고려하기 위함이고, 나머지 2개의 응

답스펙트럼은 건축물과 설비를 통한 증폭된 진동을 고려하

기 위함이다. 기준별 가진 스펙트럼을 Fig. 5에 비교하였다.

Spectra
Maximum 

spectral 
acceleration 

(g)

Peak 
frequency 

band
(Hz)

Zero 
period 

acceleration*

(g)

KDS 41 17 00 0.477 1.24 - 6.25 -

KRRA 
(1.2 times) 3.600 2.00 - 16.67 0.9

GR-63-CORE
Zone 4 5.000 2.00 - 5.00 2.0

*The acceleration level of the high-frequency non-amplified portion of the
response spectrum.

Table 1. Test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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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citation spectra

상기 3개의 가진 스펙트럼 중 Tecordia GR-63-CORE 
Zone 4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제공하는 시간영역 파형인

VERTEQII-Zone4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KDS 41 17 00
과 KRRA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강진지속시간 30초 포락함

수가 고려된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였다. 고려된 감쇠비는 각

각 KDS 41 17 00 5 %, KRRA 2 %, Tecordia GR-63-CORE 
2 %이다. 
x, y, z 각각의 축에 대한 Telcordia Zone 4 스펙트럼의 가

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석재패널의 전도, 이탈, 파손, 절단 

등의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모든 DK 
내진앵글 연결재에서 잔류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DK 내진

앵글 연결재의 우수한 탄성 회복 능력을 확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실험 분석을 위해 계측된 가속도 응답을 Fig. 6에 나

타냈다. 3개 축 모두에서 진동대, 지그, 석재패널에 대한 유

사한 가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DK 내진앵글 연결재

의 매우 큰 동적 구조강성으로 지진과 같은 진동에 대해 석

재패널이 지그와 강체연결된 일체거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Tecordia GR-63-CORE에서 규정한 감쇠비 2 %를 사용

하여 계측된 x방향의 진동대 가속도신호에 대한 시험응답

스펙트럼(TRS)을 산정한 결과, 1 Hz 이상의 모든 주파수 영

역에서 충분한 여유치를 가지고 요구응답스펙트럼(RRS)을 

포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 1 Hz 이하의 진동은 현재 

국내의 시험평가기관에서 사용되는 가속도계의 검교정 하

한치로, 이에 따라 진동대 가진시 입력하는 스펙트럼도 1 Hz 
이하는 무시한다. 산정된 시험응답스펙트럼(TRS)을 통해 차

단주파수 23 Hz대의 가속도(영주기가속도, zero period ac-
celeration)가 3 g임을 확인하였다. 영주기가속도는 강체와 

같은 설비의 진동으로 이는 건물 내 해당층의 최대 진동가

속도(peak floor acceleration)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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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single-axis excitation tests

(GR-63-CORE Zon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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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주기가속도값을 3으로 나누어 건물 높이에 따른 저

감[7]을 고려한 최대지반가속도 1 g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는 국내에서 내진설계시 대상이 되는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의 일반값인 0.2 g의 5배에 해당하는 매

우 큰 동적가진이 실험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축 방향으로 KDS 41 17 00 지반응답스펙트럼과 국립전

파연구원 고시 층응답스펙트럼의 1.2배 지진파를 동시에 가

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 z축 방향으로는 가속도 크기

를 0.5배로 조정하였다. 3축 동시가진의 특성으로 다양한 구

조진동이 발생하여 각각의 축방향으로 진동대, 지그, 석재

판의 계측 가속도가 상이함을 Fig. 8(a), Fig. 8(b), Fig. 8(c)와 

같이 시간영역에서 확인하였다. 두 실험 결과, 석재패널의 

전도나 이탈, 석재 홈 파손 등의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

았으며, 석재패널과 꽂음촉과의 유격에 따른 패널의 이동

이 약간 있었으나 연결재 조정판의 변형/회전 등을 육안으

로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목표로 하는 인명보호 내진성능

수준을 충분히 만족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층응답스펙

트럼의 1.2배의 지진파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을 분석한 결과(Fig. 8(d)), 건축물의 

주요진동 대역인 10 Hz 이하의 진동에 대해서 FRF는 크기

가 1 정도로 지그와 석재판을 연결하는 내진앵글에서 진동 

증폭이 발생하지 않았다. 건축물의 유효 구조진동에 대한 고

주파 영역인 10 Hz - 15 Hz의 진동에 대해 z축 방향 FRF가 

1.5로 50 %의 증폭이 발생하고, x방향 및 y방향으로 30 % - 
40 %의 증폭이 발생하였다.

4. 정적 반복가력 실험

KDS 41 17 00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는 지진발생 

시 석재패널 낙하에 의한 인명손상 방지를 내진성능 목표로 

요구하고 있다. KDS 41 17 00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최대

허용층간변형각은 0.02 rad이다. 따라서 건축물에 DK 내진

앵글을 적용하기 위해서, 면내방향 층간변위 2 % 이상의 변

형에 대하여 석재패널의 손상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음을 

평가하는 실험을 계획하였다.
지진시 건물 구조체의 변형에 따른 건물의 석재패널의 구

조안전성을 실험하기 위해 건물의 변형을 모사할 수 있는 변

형이 가능한 실험용 프레임을 적용하였다. 건물에서 지진하

중과 같은 횡력이 작용하는 경우 벽체는 주로 면내방향 전단

력에 대하여 저항하며 변형하는데, 이와 같은 전단변형의 형

상이 평행사변형과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변형시 평행

사변형의 변형을 유도하기 위한 접합부에 핀결합이 적용된 

프레임(2.5 m × 2.5 m)을 기초로, 폭 1,200 mm, 높이 600 mm, 
두께 30 mm 석재패널 3개를 수직으로 설치하기 위한 연결

기둥을 추가하여 실험용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석재패널의 

설치와 시공은 앞선 대형 진동대 실험과 동일하며 DK 내진

앵글 연결재가 사용되었다. 완성된 설치 형상은 Fig. 9과 같

다. 프레임 상부에는 가력을 위한 액츄에이터와 변위를 측

정할 LVDT를 설치하였다.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9. Experimental setup

본 연구에서는 변위제어 반복가력 실험이 적용되었다. 상
대변위에 민감한 비구조재 내진성능 테스트용으로 개발된 

FEMA 461[7]의 quasi-static cyclic testing 가력 프로토콜을 기

반으로 적용 층간변위비를 0.25 %에서 4 %로 확대하여 가
력 사이클을 결정하였다. 목표성능인 층간변위비 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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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간을 상세하게 나누어 실험하였고, 그 이후에는 1 %씩 

변위를 늘리며 각 단계별로 3 사이클씩 반복 가력하였다. 
Table 2와 Fig. 10에 가력 단계별 층간변위비 및 변위를 나

타내었다.
면내방향 반복가력 실험결과 힘과 층간변위각 관계는 

Fig. 11과 같다. 층간변위각 2 % 이상에서 층각변위각이 단

계별 목표값보다 큰 경우가 일부 사이클에서 발생하였으나, 
최대 가진 층간변위각 4 %까지 석재패널의 손상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아 DK 내진앵글 연결재의 변형 수용능력에 따

른 우수한 내진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11에서 보듯

이 매 사이클에서 비선형 하중-변위 곡선을 보이지만, 매 단

계별 3회의 반목시험 결과들 간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모든 

가진 단계 전반에 걸쳐 일정한 횡강성이 지속됨과 높은 좌

우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변형 형상의 관찰을 위해 반복가력 시험을 층간변위

비 4 %, 변위 120 mm에서 종료하고, 석재패널과 DK 내진 앵

글 연결철물을 관찰하였다. 실험체 정면에서 촬영한 Fig. 12
를 통해 실험체에 가한 변위와 이로 인한 시험체의 평행사

변형 형태의 전단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Deformed shape of the experimental frame

실험체 뒤쪽의 석재패널과 DK 내진앵글 연결재 변형 형

상을 통해 전단변형 수용 원리를 파악하였다. Fig. 13에는 실

험 종료 후 3개의 석재패널을 지지하는 4개 층의 DK 내진앵

글 연결재 중 상부, 중간, 하부의 변형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연결재의 조정판이 회전되었으나, 회전의 정도가 석재

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부 연결재의 꽂음촉이 석재홈 유격에 따라 많이 이동하였

다. 층간변형각이 커짐에 따라 꽂음촉이 석재패널 홈에 접

촉한 후, 층간변형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석재 홈의 

국부 손상 없이 꽂음촉이 석재홈에 의해 지압 저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정판 회전이 작은 이유는 조정판과 고정앵글 

사이에 설치한 특수고무판의 역할로 판단되며, 꽂음촉의 특

수고무판이 응력집중완화 역할을 하여 석재홈에서의 파손

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Step Drift ratio
(%)

Displacement
(mm)

1 0.25 7.5

2 0.50 15.0

3 0.75 22.5

4 1.00 30.0

5 1.25 37.5

6 1.50 45.0

7 2.00 60.0

8 3.00 90.0

9 4.00 120.0

Table 2. Controlled loading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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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connector

(b) Middle connector

(c) Bottom connector
Fig. 13. Zoom-up of deformed connectors

5. 결 론

지진 발생시 석재패널과 연결철물의 연결부 구조 안전성 

확보와 외부치장 석재패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

된 DK 내진앵글 연결재의 내진성능 평가를 (1) 동적 진동대 

실험과 (2) 정적 반복가력 시험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실험

적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 특정 위치의 층가속도 3 g에 해당하는 진동에 

대해 면내 및 면외 모든 방향에서 앵글 연결재를 통한 

동적증폭 없이 석재패널과 구조체간의 강체거동이 

확인되었고, 석재패널의 전도, 이탈, 파손, 절단 등 어

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석재홈을 통한 꽂음쪽의 이동과 특수고무판 층의 비

틀림 변형으로, 면내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4 %의 프

레임 전단변형에 대해 석재패널의 손상 및 탈락이 발

생하지 않는 DK 내진앵글 연결재의 우수한 내진능

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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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건축물의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진 발생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석재패널용 연결철물인 DK 내진앵글 연결재에 대한 실험적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진 발생시 건물의 진동거동을 

모사하는 대형 진동대 실험을 통해 건물 진동가속도 3 g에 해당하는 진동에 대해 면내 및 면외 모든 방향에서 앵글 연결재를 통한 동적증

폭 없이 석재패널과 구조체간의 강체거동과 석재패널의 손상음을 확인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층간변형에 대한 정적 변형실험

을 통해 면내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4 %의 프레임 전단변형에 대해 석재패널의 손상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DK 내진앵글 연결재의 

우수한 내진능력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DK 내진앵글 연결재, 석재 외장, 석재패널, 내진능력,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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