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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벽체의 단강도 향상 방안에 한 연구

Strengthening of shear resistance of masonry walls

 강 성 훈1)       홍 성 걸2)

Kang, Sung Hun   Hong, Sung Gul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to investigate enhanced performance of the 

masonry walls strengthened in shear and ductility using honeycomb steel mesh. The 

performance of masonry walls strengthened with steel mesh will compare with unreinforced 

masonry walls to show the performance of reinforced masonry walls. According to the 

experi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is effective to enhance the shear strength and 

ductility of the masonry wall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보강 조 조 건물의 단강도와 연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철물을 사용하여 

보강된 조 벽체의 성능향상 검증을 한 실험의 기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될 철물은 

얇은 육각 기둥들이 패턴형태를 이룬 벌집 모양의 하니컴 스틸재로 세라 (주)이 일반 구조용 압연강

재인 SS400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선행 실험으로 부터 철근콘크리트 보의 단 강도  강성 증가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비보강 조 조 건물에 한 내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진 보강 지

침서인 FEMA 207  306 에서 제안하는 4가지 괴모드(수평 의 단 괴, Rocking 괴, 사인장 

괴, Toe 괴)와 강도식을 사용하여 그  사인장 괴를 제외한 3가지 괴모드를 형상비를 변수

로 유도하여 보강되지 않은 벽체와 1면  2면 보강된 벽체를 계획하 고 보강효과를 측하 다. 강

도식으로 부터 보강철물의 효과는 Rocking  Toe 괴에서는 단부 구속력의 증가, 단 괴에서는 

수평 의 단강도 증가가 상되며 각각의 경우 연성증가도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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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 조 건물은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빠르며 건축공사비가 렴한 장 들 때문에 주거건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 으로는 압축력에 강하지만 연성이 낮고, 특히 지진과 같은 동하 에 

취약한 단 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일본, 국, 동남아등 인 국가에서 규모 지진이 빈번

히 발생 하 으며 돌이킬수 없는 막 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강진이 발생

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재 상당수의 조 조 건물들은 내진설계  보강이  용되어 있지 않

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비보강 조 조 건물의 붕괴로 인해 막 한 인명  재산 피

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진에 한 조 벽체의 보강이 시 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 벽체는 축응

력  형상비에 따라 괴양상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내진 보강 지침서인 FEMA 273 

 306에서 제시하고 있는 괴모드  강도식을 사용하여 각 괴 모드에 따른 보강철물의 단강도 

향상 효과를 알아볼수 있는 실험을 한 기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강도식에 의한 조 벽체의 단거동 분석

  국내의 경우 비보강 조 조 건물에 한 세부 기 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FEMA 273  306 에서는 조 벽체의 괴모드를 그림 1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괴모드에 한 식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가장 작은값을 단강도로 용한다.

  (a)Rocking V r=0.9 αP ce( L
h eff )                                                        (1)

  (b) Bed Joint Sliding : V bjs=v meA n={
0.75(0.75v te+P ce /A n)

1.5 }A n
              (2)

  (c) Toe crushing : V tc= αP( l
h eff )(1-

f a
0.7f ' m )                                       (3)

  (d) Diagonal tension : V dt= f dtA n( l
h eff ) 1+

f a
f dt

                                   (4)

여기서, P  : 수직 축하 , l  : 벽체 길이, h eff  : 벽체 높이, f' m  : 조 조 압축강도, f a  : 축응력,

 f dt  : 각 인장응력 , α : 단부조건 계수 , A n
 :  단면  , f te  : 수평 의 단강도

그림 1. FEMA에서 구분하는 조 벽체 괴모드

  강도식에서 알수있듯이 괴모드는 체로 축응력( f a  , P ce/A n
)과 형상비( L/h eff)에 따라 구

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그림 3은 축응력과 형상비에 따른 단 괴거동을  강도식을 사용하

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에서는 형상비 1.0과 2.0을 상으로 축응력에 따른 단강도를 분석하 고, 

그림 3에서는 2층  5층 건물 1층벽체에 작용하는 응력을 상으로 형상비에 따른 단강도를 분석

하 다. 여기서 조 개체의 압축강도( f' m)는 63kgf/cm2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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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니컴 스틸재

그림 2. 축응력과 단응력과의 상 계 그림 3. 형상비와 단응력과의 상 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에서는 사인장 괴(DT)가 단강도를 지배하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으며, 2층건물 1층벽체의 경우 형상비 0.7 이하의 구간에서 수평 의 단 괴(S)가 나타난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국내 조 조 건물의 실을 감안한 사인장 괴를 제외한 3가지 괴모드를 유도

하여 각 괴모드별 보강철물의 효과를 알아보기로 한다.

3. 실험계획

 3.1 시험체 계획

  벽체에 작용하는 축응력을 2층건물 1층벽체에 작용하는 응력(2.54kgf/cm
2)으로 가정하고 3가지 형상

비(1.33, 1, 0.67)에 따라 각각의 괴모드를 유도하 다. 쌓기 방식은 기존의 실험 결과로부터 벽두께

와 단응력과의 상 계가 없음이 밝 졌으므로 실험체의 조기 괴 등을 감안하여 2B쌓기로 하

다. 형상비, 쌓기방법, 보강면 에 따른 시험체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시험체 일람표

시험체명 비교항목 크기(폭×높이) 형상비 보 강 면

URM 1.33
Rocking 괴에 따른 보강효과 1200×800 1.33

0

1RM 1.33 1

URM 1.00
Rocking  Toe 괴에 따른 보강효과 1200×1200 1

0

1RM 1.00 1

URM 0.67
Rocking, Toe, Sliding 괴에 따른 

보강효과 1200×1600 0.67

0

1RM 0.67 1

2RM 0.67 2

1RM 0.67(1B) 벽두께에 따른 보강효과 1

 3.2 보강철물 개요

  실험에서 사용될 보강재료인 하니컴 스틸재는 국내의 세라 (주)에

서 제작된 것으로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인 SS400으로 만들어졌다. 하

니컴 스틸재의 치수는 1.2mm(두께)×20mm(폭)×100mm(셀의폭)으로 

형상은 그림 4와 같으며 벽체 면 체에 모르터와 함께 보강된다.

 3.3 재료실험 계획

  조 벽체에 한 각 재료실험을 모르타르  조 개체 압축강도

는 KS5105  KS4201, 리즘 압축강도는 KBC2005, 사인장 단

강도는 ASTM(미국재료시험 회) 기 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탄성

계수( E m
)  단탄성계수( G)를 산정한다. 한 보강재의 재료

시험체를 제작하여 압축  단강도를 측정한다.

 3.4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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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RIST)에서 수행할 정이며 실험체의 설치계획은 그림 

5와 같다. 시험체의 가력은 우선 10tonf Actuator를 양쪽에 설치하여 벽체에 력하 을 가력한 상태

에서 50tf Actuator를 사용하여 횡방향 하 을 변 제어 방식으로 반복 가력한다. 한 벽체 하단부의 

미끄러짐 방지를 하여 철물을 제작  설치하여 벽체를 구속한다.

그림 5. 시험체 설치계획

4. 결론  

  본 논문은 조 벽체의 보강 방안으로서 하니컴 스틸제로 보강한 조 벽체의 성능을 각 괴모드별

로 평가  분석하기 한 실험의 기 연구  계획으로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FEMA 306의 강도식으로 부터 부분의 국내 조 조 벽체에서는 사인장 균열을 제외한 3가지   

괴모드가 지배됨을 알 수 있다.

 2) Rocking  Toe 괴에서는 형상비와 수직 축응력 이외에 단부구속력에 의해 단강도가 결정되

고 Sliding 괴에서는 조 조의 단강도( v
me

)가 직  강도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보강철물은 Rocking  Toe 괴에서는 단부 구속력 증가에 따른 효과가 어느정도 기 가 되고, 

Sliding 괴에서는 조 조의 단강도를 증가시켜 비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조 벽체의 괴거동  유형에 해 알 수 있었고 한 보강  실험에 한 계

획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강 재료인 하니컴 스틸재의 역학  특성과 거동을 악 할 수 있는 연구

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한 실제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정확한 보강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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