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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국내·외 연구동향

State-of-the-Art Research on the Reinforced Concret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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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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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on the state-of-the-art research on the reinforced concrete (RC)  

walls for evaluating and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RC walls analytically and experimentally. A 

brief discussion of the research trends is presented to propose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 of RC 

walls. In the paper, 102 papers published on the ACI, Engineering Structure, KCI journal, and AIK 

journal are collected and reviewed.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련학회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 상은 철근콘크리트 벽체  기존 골조에 내진보강을 하여 설치된 끼움벽체

에 한 연구이며 1990년도 이후 국내 2개 학회 논문집  해외의 2개 논문집에 발표된 총 102편의 

논문을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년도 별 연구추이, 연구주제  각 연

구의 흐름 등으로 나 어 최근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 다. 본 분석결과 국외의 연

구동향과 국내의 연구동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국내의 연구논문에서는 상 으로 국내

에서 주로 아 트에 활용되는 벽식구조 즉 장방형 벽체에 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는 특징을 보 다. 

기 연구주제는 주로 벽체의 보강상세에 따른 벽체의 구조성능 평가 으며 이후 새로운 설계법을 개

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특수한 하 조건(폭발  화재)하에서 벽체의 거동 특성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비내진 상세를 갖는 골조의 내진보강을 한 끼움벽으로 활용된 벽체의 

구조성능 평가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정회원, 충남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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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주거용 고층 건축물 수의 변동 추이 

 

그림2. 고층 건축물의 구조방식 

1. 서   론
  

최근 주거에 한 패러다임이 · 층 아 트에서 고층 아 트와 주상복합 건축물로 환됨에 

따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 으로 고층 건축물에 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31층 이상의 건축물이 2004년 이후 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고

층 주거용 건축물로의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고층 건축물의 사회  수요증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국내 건설된 고층 건축물의 주요

한 횡하  항 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단벽 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조와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의한 이

골조 방식이 주로 용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는 최근 기존 건축물의 내

진보강을 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의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

나 많은 연구가 연구자의 심  해당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갖으

며 이에 한 종합 인 수집  분석을 

통한 효율 인 활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연구자료 수

집  분석은 해당 부재의 설계기술을 

개선하고 아울러 추후 연구방향을 설정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되

는 철근콘크리트 련 연구의 표논문

인 미국콘크리트학회(ACI) 구조분야 논문집과 Engineering Structure, 국내에서 발행되는 콘크리트학

회 논문집  한건축학회 구조계 논문집에서 1990년도 이후 지 까지 발표된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한 실험  해석  연구에 한 논문을 상으로 발표 논문수 추이, 주요 연구주제  각 연구의 연

성 등에 하여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연구방향 설정  련 

설계/해석 기법 개선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상으로한 벽체는 조 벽체 

등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벽체  철근콘크리트 끼움벽 등이며 각종 학술발표에서 발표된 논문은 배

제하고 술한 4개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하 다. 

2.  분석 상 논문  특성

 2.1 미국콘크리트학회(ACI) 논문집 

ACI에서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한 연구는 총 3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

며 횡력을 받는 휨  단 지배형 벽체의 성능평가에 한 실험 논문, 벽체의 안정성, 수직하 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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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해외 발표논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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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내 발표논문 특성

는 벽체의 내력 평가식 검토, 끼움벽을 갖는 골조의 성능평가, 동   폭발하 을 받는 벽체의 거동

특성에 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2.2 Engineering Structure 논문집

본 논문집에서는 총 8편의 철근콘크리트 벽체 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상 으로 ACI에 비하여 

게 발표되었으며 1999년 이후부터 련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 다. 연구주제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성능평가에 련된 연구가 5편, 설계법  시스템에 련된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2.3 한국콘크리트학회(KCI) 논문집

KCI 논문집에서는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철근콘크

리트 벽체에 련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에서는 벽체의 구조성능 평가, 설계법  폭

발하 을 받는 벽체의 성능 평가에 련된 해석연구가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4 한건축학회(AIK) 논문집

AIK 논문집에서는 1990년 이후 년까지 총 4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매년 1편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련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고층 아 트가 출 하기 시

작하 던 ‘94년 부터 ’95년에 발표논문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고층건물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

한 ‘01년부터 ’05년 까지 다시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연구주제도 실제 설계  시공에 요구되는 벽

체의 성능평가, 설계법  시스템 개발에 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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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국내외 연구동향

3. 연구동향

  

그림 5는 1990년도 이후 재까지 분석 상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연구주제의 흐름을 국

외  국외로 나 어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90년  기에는 주로 런던 학의 

Lefas와 Elnashai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한 실험  연구가 주도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리형 

등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배근상세 등에 벽체의 거동에 끼치는 향이 평가되었으며 

Wood 등은 형상비 2이하의 층형 단벽의 단강도 평가에 한 기존 기 식 검토  개선안을 제

안하 다. 국내에서는 변환요소를 사용한 병렬 단벽  골조와 벽체의 상호작용에 한 평가가 김호

수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90년  ·후반에 어들면서 Wallace 등은 변 기반설계법의 개념을 제시

하고 이를 한 실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계방법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도 박홍근  서수연 등을 

심으로 이에 한 설계개념에 한 정립을 한 연구가 ‘00년도 반부터 진행되었다. 한 ’00년도

반부터 반까지는 과거 배근상세 등에 의한 벽체의 거동 특성 평가에서 동 하 , 개구부 효과, 포

탄하   화재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 의한 벽체의 거동 평가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진행되어

져 왔으며 이 시기 국내 고강도 콘크리트 벽체, 입체 벽체(T  L형)의 거동  보강상세 등이 변형

능력에 끼치는 향 평가를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00년도 반이후 재까지도 Wallace에 의

해 휨벽체의 거동 특성 평가  해석모델을 개발하 다. 최근 비내진 상세를 갖는 철근콘크리트 단

벽의 내진성능 평가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과거 비내진 상세를 갖는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 해

서도 심을 갖게 되었다. 

한 최근 비내진 상세를 

갖는 골조에 한 내진보강

을 한 방법으로 끼움벽

(Infilled walls)을 용한 연

구도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최근 조 재, 철근콘크

리트  섬유보강시멘트 복

합체를 끼움벽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연구도 최근 수

년 부터 진행되고 있다. 아

울러 화재  테러 등과 같

은 인 인 재난에 한 

요성이 크게 증가됨에 따

라 이에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4. 요    약

1990년 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한 연구는 벽체 철근의 보강상세에 따른 구조성능 평가에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성능기반설계 개념의 정립을 한 연구와 특수하 (폭발  화재)  

동 하 에 의한 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최근 비내진 상세를 갖는 벽체의 

내진성능  기존 비내진 상세를 갖는 골조의 내진보강을 한 후타설 끼움벽에 한 효과에 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