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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 및 강판을 이용한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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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or more demands of the economical benefit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many engineers prefer to

choose remodeling. Artificial openings are often unavoidable to make house wider, which will degrade wall strength and stiffness by

losing effective wall section that may cause the weakening of system capacity. In these cases the damaged shear walls need to be ret-

rofitted by additional materials or members. In this research, four specimens were tested to investigate the capacity of the damaged

wall and the retrofitted wall. The artificially damaged wall was prestressed by tendons to improve the shear capacity of the wall, and

the other walls were retrofitted by adding steel plate at the surface for the same purpose. Consequently, these retrofitted walls had

improved capacity and stiffness in both shear and flexure. Especially, the wall with steel plate showed ductile behavior after ultimate

load and the prestressed wall had greater stiffness than the unstrengthened prototype wall. 

Keywords : shear wall, remodeling, opening, retrofit, steel bar

1. 서 론

1.1 연구 배경 

높은 횡강성이 요구되는 고층 건축물에서 지진이나 바

람과 같은 횡하중 저항요소로서 전단벽의 사용은 매우

효율적인 구조시스템이다.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structural

wall)의 일종인 전단벽의 내진성능은 과거의 지진에 대

한 피해조사 및 기존 전단벽에 대한 연구 결과로부터 이

미 입증되었다.
1-3)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

조물이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재료적, 시공적,

환경적,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조내력이 부족하거나 사용성이 저하하여 리모델링 시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

히 여러 리모델링의 방법 중 작은 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세대간 벽을 철거함으로써 세대병합을 통하여 중규모의

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세대간 벽의 인위적 손상

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구조물의 전단벽에 개구

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구조물의 저항성과 횡강

성을 개선시키고 보강구조물이 지진에 의해 요구되어지

는 강성과 연성을 만족하도록 적절한 내진거동을 유도하

는 것은 필수적이다.
4-6)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보강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나, 강판과 같은 연성이 높은 부재를 구조물에

부착시키는 공법을 폭넓게 사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러한 부착공법에는 모체와 보강재가 일체가 아닌 부착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된 부재가 소요 한계상태에 도달하

기 전에 보강재 끝단에서 전단 또는 휨 박리 등이 발생

하여 보강재의 탈락 현상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강재를 구조 부재에 부착시켜 부재의

변형이 진행된 후 보강재의 변형이 유발되는 부착공법은

보강재와 일체화의 상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봉에 의한 프리스트레

싱 보강 방법이 있다. 이는 보강하고자 하는 부재에 소

정의 응력을 도입시켜 보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부

재와 일체화 되어 부재의 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보강기법이다. 특히 전단 저항에 있어서 균열폭의 증

대에 따른 추가 내력 손실을 프리스트레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단 지배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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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효과적인 보강 기법일 수 있다. 

보강재 재료 및 보강 개념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이 두 보강방법은 내력 상승이라는 동일한 목

표를 가지고 있지만 두 보강 방법에 따라 거동의 차이

가 있으며 특히 보강재가 그 힘을 발휘하는 시점에 따

라 전체적인 구조물의 거동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병합형 리모델링시 전단벽에

개구부를 설치하였을 경우 단면손실에 따른 내력 감소율

을 파악하고자 하며 서로 다른 보강력 발현특성을 나타

내는 보강 방법에 대한 특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내용

리모델링의 유형은 크게 수평확장형, 세대병합형, 세대

축소형, 복층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세

대병합형의 경우 인접세대간 벽에 개구부를 형성하여 세

대를 병합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세대병합형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내력벽의 부분적인 절단 또는 해체 시 손

상 이전과 손상된 이후 전단벽체의 구조성능에 대한 평

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전단벽에 개구부가 설치될

경우 개구부 주위에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

른 구조체의 내력 및 강성이 저하되어 전체 구조물의 안

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구부 설치에 있어

개구부 면적 및 개구부의 위치, 개구부 형태, 개구부 상

부의 연결부재 (coupling beam, coupling slab)등에 따라

개구부가 벽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다.

기존 연구 결과
4,6)

 벽체에 설치된 개구부의 크기에 따

라 벽체의 강도 감소는 개구부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구부 면적비 (개구부면적/벽체면적)가 23%,

30%, 39%일 때 벽체의 내력감소율은 30%, 50%, 7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구부 (개구부면적

비 23%)에 의해 형성된 연결부재의 (연결슬래브) 영향을

고려한 경우 벽체의 내력 감소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시 벽체의 철거 한계치를

30%로 설정하였으며, 적정 면적비는 세대간 출입구 형

태를 대상으로 23%의 면적비를 갖는 경우를 대상으로

연결부재에 대한 고려를 위해 개구부 상부의 연결보 및

연결슬래브가 설치된 다층 실험체를 (2층) 대상으로, 연

결부재 설치에 따른 개구부의 영향평가 및 효율적인 보

강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보강 계획

2.1 강판보강

강도가 저하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력증진을 위한

보강공법중 강판 접착공법은 시공기간이 짧고, 사용중인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인장은 물론 압축을 받는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1970년도 이

후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교량 및 건축물의 보강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강판보강기법 중 모체에 에폭시를 주입하여 부착시키

는 부착공법은 보강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접착되어 있는

상태로 보강된 부재가 소요 한계상태에 도달하기 전 보

강재의 끝단에서 전단박리 (shear pelling) 또는 휨 박리

(flexural pelling)등 모체로부터 보강재가 탈락하려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강판에 앵커볼

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벽체 및 강판의 전단저항기구는 벽 중앙부의 폭넓은

대각선 압축지주 및 벽철근에 의한 트러스 기구로 저항

하며, 보강된 부재의 전단강도는 벽체 및 강판의 전단강

도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1)

Fig. 1과 같이 강판의 항복강도에 의해 평면에 작용하

는 전단응력은 τ=αpysinαcosα로서, 강판의 전단강도 Vsteel plate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여기서, l은 강판의 유효폭으로서 벽체의 순간격과 같으

며, tp는 강판의 두께, α는 강판의 인장응력장 즉, 스트

립의 각도로서 CSA 2001
7)
 및 AISC 2005

8)
에서 제시되

어 있는 식 (3)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근사값으로 45도이다.

(3)

휨 강도 Vf는 시스템의 캔틸레버 거동에 의한 강도를

의미한다. 강판보강시 기초면에 정착을 실시하지 않아 주

로 전단에 저항하는 강판의 기여도는 무시하고 벽체의

휨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9,10)

Vshear Vwall Vsteel plate+=

Vsteel plate τltp σpyltp α αcossin= =

α
4

tan
1 tl/2Ac+

1 ths 1/Ah hs

3
/360Icl+( )+

--------------------------------------------------------------=

Fig. 1 Mechanism of shear resistance (stee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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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봉보강

PS강봉에 의한 보강방법과 같이 보강하고자 하는 부

재에 소정의 응력을 도입시켜 보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터 부재와 일체화되어 부재의 향상된 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동적 (active) 개념의 보강기법이 있다. 콘크리

트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재의 맞물림 작용에 의한

전단 저항이 나타난다. 또한 수평전단 보강근이 부족할

경우 철근이 항복하여 균열이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저항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결

국, 이 부재는 사인장파괴로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전단

벽체 보강을 위하여 active 보강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사

인장균열이 발생하고 진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Fig. 2는 벽체에 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입

면이며 아래 그림은 단면이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보

강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에 설치되는 전단 보강근

과 같다. 이는 벽체의 전단 보강근과 같은 방향으로 설

치되어 보의 전단파괴를 제어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전단

보강근이 수동적인 개념의 전단 보강방안인 반면 프리스

트레싱을 이용하여 균열의 벌어짐을 막아줌과 동시에 이

미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보강효과는 양방향에서 프리스트

레싱력을 가하게 되므로 결국 두 배의 프리스트레싱이

원하는 부재에 작용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4)

여기서, Aps는 프리스트레싱강봉의 유효단면적, f
π
는 프리

스트레싱 도입응력 (도입응력은 보강내력 결정 후 역으

로 산정하였으며, 0.81 tf/cm
2
를 적용하였다.), h는 모체 (벽

체)의 높이, Sp는 프리스트레싱 강봉의 간격이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체 계획 및 제작

본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Fig. 3과 같이 1980

년대에 건축된 벽식 구조 아파트의 16평형이다. 평면 확

장 세대 병합형 리모델링을 위해 두 세대의 사이에 있

는 벽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실험체에 설치된 개구부의 면적은 선행 연구
4-6)
에서 나

타낸 바에 따라 인위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 적절한 내력

을 가질 수 있는 개구부 면적비 23%인 580 × 1,300 mm로

계획하였다. 실험의 주요변수인 보강방법을 주 변수로 선

정하였으며, 연결부재의 (슬래브)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모든 실험체에 연결부재를 설치하였다. 개구부가 설치되

지 않은 기준 실험체인 솔리드 (solid), 개구부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 실험체인 CW-RC, 강

판 및 프리스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 보강한 CW-ST,

CW-PS 총 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슬래브의 길이는 슬래브의 유효폭과
11,12)

 전체 골조 해

석시에 산정된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따라 모멘트의 반곡

점이 형성되는 지점으로 결정했다. 실험체 일람 및 상세

는 Table 1과 Fig. 4에 나타내었으며, 보강내력 산정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2 재료 시험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실험은

KSB 0801의 라호 규정 및 KSF 2404에 따라 시험편을

제작하여, KSB 0802 및 KSF 2404 규정에 따라 실시하

였으며 시험 결과는 Tables 3과 4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반력벽이 설치되어 있는 입체 공간에서 실시되

었으며 실험체의 설치 상황은 Fig. 5에 나타내었다. 수평

Vps 2Aps fπh/Sp=

Fig. 2 Mechanism of shear resistance (prestressing steel bar) Fig. 3 Plan of prototyp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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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은 실험체의 2층 슬래브에 가력 프레임을 설치하고

이를 2,000 kN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액츄에이터와 연

결하여 가력하였다. 실제 건물과의 유사성을 위해 축력

도입의 경우 2층 슬래브 중앙, 즉 벽체 중앙에 힌지를

설치하고 가력보를 벽을 따라 설치하였으며 벽체단면적

의 10% (0.1)의 하중을 실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정하

게 유지시켰다. 벽체의 전단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LVDT

를 벽체의 코너에서 대각선 방향과 벽체의 중앙에 수직

Table 1 List of specimens

Specimens Opening Opening-wall ratio
Steel of wall Steel of slab fck

(MPa)

Steel

plate
Prestressbar

Ver Hor Ver Hor

Solid x -

D6@225 D6@225 D6@120 D6@120 21.23 - -
CW-RS

o 23% (580 mm × 1,300 mm)CW-ST

CW-PS

Fig. 4 Details of specimens (unit : mm)

 

Table 2 Retrofit of specimen

Specimens
Retrofitting

method

Flexural strength Shear strength Retrofit strength

(Vs+ VSt.PS)

Predicted

strength

Predicted

failure modeVf (kN) Vs (kN) Vsp (kN) Vps (kN)

Solid x 826 265 - - 265 265 S

CW-RS x 345 155 - - 155 155 S

CW-ST Steel plate 345 172 403 - 575 345 F

CW-PS Prestressing 345 172 - 125 297 297 S

Vsteel plate = τltp = σpyltpsinαcosα, Vprestressing = 2Aps f
π

h / Sp, THEPn: maximum ultimate design strength (retrofit strength)

Failure mode : S-shear govern, F-flexural govern

Vn kN( )
THE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Materials
Yield strength

(MPa)

Yield

Strain (εy)
Tensile

strength (MPa)

Poisson's 

ratio

D6 291.19 0.0019 375.01 0.28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Materials
Compressiv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Maximum

Strain (εu)

Poisson's 

ratio

Concrete 21.23 21.92 0.0017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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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치하였다. 1층 슬래브의 지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력방향으로 힌지를 설치하였으며 실험체의 면외

좌굴 방지를 위해 슬래브의 높이와 같은 곳에 프레임 및

볼지그 (ball zig)를 설치하였다. 벽체의 항복 시점을 알

아보기 위해 벽체와 슬래브 양단부 내의 수직 철근에 wire

strain gage (WSG)를 콘크리트의 타설 전에 설치하였다.

벽체 하부와 상부의 수평철근에도 수평철근의 전단저항

기여 여부 판단을 위해 WSG를 설치했다. 

횡력의 가력 방식은 Fig. 6과 같이 가력시 발생하는 변

위를 가력점의 높이로 나누어준 부재각 (1/1000, 1/500,

1/300, 1/250, 1/200)으로 제어하였다. 각 사이클이 부재

각별 3회씩 정·부가력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도록 하였다. 

 4. 실험 결과

4.1 균열 및 파괴양상

각 실험체의 파괴 양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기준

실험체인 솔리드의 경우 초기 벽체 단부에서 휨 파괴에

의한 다수의 휨 균열이 나타났으며, 하중이 점증 가력됨

으로써 균열폭의 증가와 함께 실험 종반부에 이르러 양

단부에서 발생한 휨균열이 벽체 중앙부로 진행되어 사인

장균열로 발전하였다. 종국에는 사인장균열이 중앙에서

교차되면서 균열폭이 점차적으로 넓어져 벽체 콘크리트

에 박리가 일어났으며 벽체 단부의 하부에 압괴가 발생

하며 전형적인 장방형 단면을 가진 저형 전단벽의 파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개구부 (580 × 1300)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강하지 않은

CW-RS의 경우에는 초기 균열이 부재각 (displacement/

height) 0.2%에서 벽체 단부에서 휨 파괴 양상을 나타내

었다. 하중이 증가됨에 따라 균열은 개구부 주위로 진전

되어 단부에서 벽체의 전면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실

험 후반부에서는 뚜렷한 균열의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으

며 벽체 하부의 균열이 넓어지며 박리현상과 더불어 벽

체 양 단부에서 압괴가 발생하여 최종 파괴되었다.

강판으로 보강한 CW-ST 실험체의 경우 실험 진행 중

에는 균열의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실험 도중 벽

체 보강 면을 두드려보고, 실험 종료 후 강판을 모체에

서 분리하여 균열발생 상황을 관찰하였다. 균열은 CW-RS

와 유사하게 벽체 단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기초저면 (반

력 바닥 고정용)과 벽체 부분의 분리로 종국 파괴 되었

다. 또한 1층 슬래브에서 나타난 균열정도는 CW-RS 실

험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체와 보강재의 계면이 분리됨으로써

응력이 벽체 단부의 상부로 집중되었으며 그 응력의 일

부는 슬래브로 전달된 것으로 사료된다.

프리스트레싱 보강기법을 사용한 CW-PS의 경우 초기

균열은 부재각 0.37%에 실험체 단부에서 발생하였다.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은 벽체의 상부와 개구부 방향

으로 균열이 진전됨으로써 사인장균열의 형태를 나타내

었다. 균열이 발생한 위치는 단부의 프리스트레싱 정착

Fig. 5 Setting for test

Fig. 6 Applied displacement history

Fig. 7 Crack patterns and failure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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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였으며 이 위치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균열이 시작

되지 않았다. 하중이 점증가력 됨으로써 벽체 상부에는

더 이상 균열이 진전되지 않았고 벽체와 기초의 접합면

에서 CW-ST와 같이 하부 균열의 폭이 넓어지면서 벽체

가 기초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슬래브에 발생한 균열

의 정도는 CW-S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슬래브로의 응력 배분이 강판 보강을 도입한

CW-ST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보강 대상이 되는 CW-RS에 비하여 보강

을 실시한 실험체 CW-ST와 CW-PS는 공통적으로 기초

와 벽체의 분리에 의한 슬라이딩으로 종국 파괴되었다.

이는 강판에 의한 벽체 전반의 강성 증가와 프리스트레

싱에 의한 벽체의 보강효과에 의해 벽체의 강도가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실제 대상 건물의 보강시 슬

래브에 정착되는 보강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하중-변위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험체에 대한 정적 반복 가력의

하중-변위 곡선은 Fig. 8과 같다. 변위는 2층 슬래브의

가력지점에서 측정한 값이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구부가 없는 솔리드실

험체의 경우 부재각 0.8%에서 최대 내력 280 kN을 보였

으며 최대 내력 이후 벽체 전면의 전단균열의 발생과 단

부에서의 압괴로 인하여 내력이 감소하였다.

개구부가 존재하며 보강하지 않은 CW-RS의 경우 부

재각 0.6%에서 최대내력 160 kN이었으며, 최대 내력이

후 급격한 내력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강을 실시한 CW-ST의 경우에는 CW-RS에 비해 전

단 저항 내력이 증가하였으나 개구부가 없는 솔리드에

비해 21% 내력이 감소되었다. 강선으로 보강된 CW-PS

는 부재각 0.96%에 최대 내력 192 kN으로 CW-ST와 유

사한 이력거동을 보였으며 솔리드에 비하여 31%의 내력

감소를 보였다.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살펴보면 솔리드의 경

우 장방형 전단벽의 전형적인 현상으로서 핀칭 (pinching)

을 나타내며 거동하였다. 반면 개구부가 있는 CW-RS와

개구부가 있는 벽체에 보강재를 설치한 CW-ST와 CW-

PS의 경우 핀칭현상이 솔리드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장방형 전단벽에 개구부를 설치함으로써 벽체의

파괴모드가 전단보다는 휨 지배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강판 보강재를 설치한 CW-ST의 경우 타 실험체에 비

해 더 많은 하중이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후반 이력에

서 완만한 내력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강재인

강판이 실험의 후반 이력에서 지속적으로 거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리스트레싱 강봉을 이용한 CW-PS의

경우는 CW-RS와 유사한 형태의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초기 강성이 CW-RS보다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이력을 경험하고 더 높은 내

력을 나타내었다. 

4.3 강성 

각 실험체의 강성 저하 곡선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모

든 실험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강성이 저하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보강하지 않은 솔리드 실험체와 CW-

RS 실험체의 경우 솔리드 실험체의 경우 초기 완만한 강

성 감소율을 보였으나 벽체 중앙부에 사인장균열이 발생

한 이후 급격한 강성 저하 현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개

구부가 있는 CW-RS 실험체의 경우 초기부터 매우 급격

한 강성 저하 현상을 나타내었다. 

강판으로 벽체 전면을 보강한 CW-ST의 경우 초기강

성은 기준 실험체인 솔리드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나

하중의 증가와 더불어 강성 저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강 모체의 내력이 일정 강도 발휘한

Table 5 Comparison of test results and predictions

Specimens

Test results
Predicted 

strength 

Comparisons of 

results

Pcr
(1)

(kN)

Py
(2)

(kN)

Pu
(3)

(kN)

δy
(4)

(mm)

δu
(5)

(mm)
µ

(6)
θy

(7)
θu

(8) (9) (10) Cal.

(kN)

FEM

(kN)

Cal./

FEM.

Pu/

Cal.

Pu/

FEM

Solid
Pos 98 186 280 13 20 1.53 1/212 1/138 - 1

265 274 0.96
1.05 1.02

Neg 95 183 275 13 22 1.69 1/212 1/125 - 1 1.03 1.00

CW-RS
Pos 59 106 160 9 16 1.77 1/306 1/172 1 0.57

155 170 0.91
1.03 0.94

Neg 54 113 170 14 22 1.57 1/197 1/125 1 0.61 1.09 1.00

CW-ST
Pos - 146 220 20 25 1.25 1/138 1/110 1.39 0.79

345 - -
0.63 -

Neg - 93 140 20 38 1.9 1/138 1/72 0.82 0.51 0.40 -

CW-PS
Pos 89 128 192 12 25 2.08 1/230 1/110 1.22 0.69

297 - -
0.64 -

Neg 96 118 178 12 22 1.83 1/230 1/225 1.04 0.65 0.60 -

(1)
Pcr : Cracking load (test value) 

(2)
Py : Yielding load 

(3)
Pu : Ultimate load 

(4)
δy : Yielding displacement 

(5)
δu : Maximum displacement

(6)
µ : Ductility ratio 

(9)
: Retrofit effectiveness ratio for Solid, 

(10)
: Retrofit effectiveness ratio for CW-RS

Pn retrofit( )

Pu nonretrofit( )

-------------------------------
Pn retrofit( )

Pu Solid( )

-----------------------

Pn retrofit( )

Pu nonretrofit( )

-------------------------------
Pn retrofit( )

Pu Sol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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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강재가 보강 능력을 발현하는 특성 때문으로 사료

된다. 프리스트레싱을 가한 CW-PS 실험체의 경우 보강

대상인 CW-RS 실험체보다 높은 강성과 완만한 강성 저

하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실험체가 파괴에 도달한 부

재각 0.92%에서 실험체의 강성비를 살펴보면, 강성비가

CW-RS에 비해 보강을 한 실험체들이 초기 강성에 대해

훨씬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강체들이 벽체

강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보강력 발현 특성

5.1 보강재의 내력 상승 기여

실험체들의 파괴 패턴을 비교해볼 때 개구부가 신설될

경우 벽체는 전단파괴 보다는 휨파괴에 지배를 받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실험에 의한 각 실험체의 내력을 살

펴보면 보강을 하지 않은 개구부가 존재하는 실험체 CW-

RS에 비해 강판과 강봉으로 보강을 실시한 CW-ST와

CW-PS는 각각 39%와 22%의 내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강판으로 보강한 CW-ST의 경우 벽체 내력의

상승은 급격히 증가하다 최대 내력을 지나는 순간 바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시 그 내력 저하율이 낮아지

는 연성적인 거동을 이끌어내기 시작한다. 즉 강판은 보

강이 되어 있지 않은 벽체가 더 이상 내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벽체의 취성적 파괴 거동을 막는데 기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봉으로 보강한 CW-

PS의 경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CW-RS와 특별한 변화

없이 꾸준한 상승률로 내력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이력

을 경험할 때 까지 파괴되지 않으면서 내력 상승을 이

끌어 냈다. 이는 강판보강은 벽체의 파괴 거동 이후에

보강재가 보강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강봉을 이용한 보

강의 경우 보강력 (프리스트레스력)을 도입한 시기부터

모체와 동일하게 거동하며 보강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5.2 철근의 변형률

실험체 내부의 응력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치된 WSG

를 통한 철근의 변형률을 Figs. 10과 11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에 대한 임계의 위치에서 수직 철근의 변형

량 분포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개구부 유·무에 따

Fig. 8 Load - displacement relationship

Fig. 9 Stiffness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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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형량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구부가 없는 솔리드의 경우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비해 수직철근의 변형량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구부가 있는 경우 2층까지의 전체 형상비가 전

단 벽체보다는 휨 벽체에 가까워지므로 하중이 점증가력

됨으로써 변형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실험체의 변형률을 살펴보면, 개구부가 없는 솔리

드 실험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인장파괴가 주 파

괴모드로 나타남으로써 하부 보다는 벽체의 중앙부 또는

상부에서 다소 높은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개구

부가 있는 CW-RS의 경우 뚜렷한 휨 거동을 함으로써

벽체 양단부의 변형량은 솔리드와 다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벽체의 하부에 위치한 철근이 상부보다

다소 높은 변형을 나타내고 있다.

강판 및 프리스트레싱 강봉으로 보강한 CW-ST와 CW-

PS 실험체의 경우 보강 공사 중 일부 게이지의 손상으

로 인해 데이터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습득한 데

이터에 의하면, 철근의 변형량 증감은 개구부가 있으며

무보강 실험체인 CW-RS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CW-ST의 경우 벽체와 기초저면 (바닥 고정용 기초)이

완전 분리 파괴될 때 높은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

면 벽체 전면에 동일한 간격의 강봉으로 보강한 CW-PS

의 경우 벽체 상부에서 CW-ST에 비해 극히 낮은 변형

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각 실험체별 수평 철근의 변형률을 개구부

중심에서부터 거리별로 나타낸 것이다. 솔리드의 경우 철

근이 항복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벽체의 단부로부터 거

리에 비례하여 실험체 중앙부로 갈수록 변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구부가 없는 솔리드의 경우 전단

에 지배받는 전단벽의 거동에 의한 압축 지주의 폭이 증

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개구부가 있으며 보강하지 않은 CW-RS의 경우 개구

부 설치로 인하여 수평 철근의 정착 길이 상실과 형상

비 변화로 인한 휨거동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철근

의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구부가 있으며

강판으로 보강한 CW-ST의 경우 벽체 중심부에 위치한

수평 철근이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항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구부를 중심으로 양 벽체에 횡력에

저항하는 압축 지주의 폭이 강판에 의해 벽체 내부에 발

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평 배치한 강

봉에 의해 보강한 CW-PS의 경우에도 수평 철근은 항복

을 경험 하지 않았다. 이는 PS보강의 경우 강판 보강과

는 달리 개구부의 발생으로 인한 절단된 철근의 단부 구

속에 대한 정착력을 개선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휨-전단 균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된다.

5.3 보강체의 보강력 발현 

Fig. 12는 CW-ST의 벽체 내부에 배근된 수직, 수평철

근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하중이 점증 가력될수록

변형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부재각 0.8% 이후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대내력 이후 완만하게 내

력이 감소되는 도중 벽체와 바닥 고정용 기초부위가 완

전 분리되는 시점으로 급격히 균열의 폭이 넓어지고 콘

크리트가 탈락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부재의 교차부위,

즉 벽체와 기초 저면의 교차면에 L자형과 같은 굴곡 형

태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벽체에 수평으로 보강한 강봉의 각 위치별

변형률을 정가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강봉의 강성

이 높은 관계로 철근에 비해 변형률은 극히 미미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각 위치별로 꾸준한 변형률 상승을 경험

Fig. 10 Vertical steel strain of walls

Fig. 11 Horizontal steel strain of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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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각 위치별 변형량을 살펴보면 개구부가 있는

벽체에서 열려진 균열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벽체 단부

의 상, 하부에 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형량이 압

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벽체의 균열 폭이 가장 넓게 나타난 위치의 변형

량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강봉은 열려진 균열에 대해 보

강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 변형량

은 균열이 사선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재각 0.8%

이후에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있음으로서 수평으로 배

치한 강봉은 사선방향으로 진행되는 균열에 대해서는 효

과적으로 거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개구부 설치를 위해 인위적인 손상을 가한 전단벽에

있어서의 보강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두 종류의 보강방법

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개구부가 없는 솔리드의 경우 중앙으로 사인장균열

이 진행되며 전단으로 종국 파괴된 반면, 개구부를

가진 CW-RS의 경우 개구부 신설로 인하여 형상이

변화됨으로써 단부에 다수의 휨균열이 발생되며 종

국 파괴되었다.

2) 강판과 강봉으로 보강한 CW-RS, CW-PS의 경우 개

구부가 없는 솔리드의 최대내력까지는 발휘하지 못

하였으나 개구부가 있으며 보강하지 않은 CW-RS에

비해 약 39%, 22%의 내력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3) 강판보강의 경우 모체 (벽체)에 응력이 도입되는 가

력 초, 중반보다는 벽체가 내력을 더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최대내력 이후 보강력을 더 많이 발휘함으

로써 벽체의 연성적 거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강봉으로 보강한 경우 모체에 보강재가 도입된 시

점부터 보강력을 발휘함으로써 초기균열의 진행과

균열의 진행 정도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실험 중반

부에 나타나는 사선균열에 대해서는 수평 배치한

강봉은 균열 지연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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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경제적 이점을 살리는 동시에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

세대 통합을 하여 면적을 확대시키는 경우 세대간벽에 대한 개구부의 발생이 필연적인데 이에 따라 벽체의 유효 면적

을 상실함으로써 벽체의 강도와 강성이 떨어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체 구조물의 성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

그러므로 이 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손상을 입은 벽체의 성능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

강 성능의 파악을 위해 네 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이 벽체들은 인위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프리스트레싱과 강판

의 부착에 의해 보강되어 있다. 실험 결과 보강된 실험체들은 전단과 휨에 대해 강도와 강성 모두 향상된 성능을 보여

주었다. 특히 강판 보강의 경우 최대 하중 이후의 연성적 거동을 보여주었고 프리스트레싱 벽체는 강성의 큰 증가를 보

여주었다.

핵심용어 : 전단벽, 리모델링, 개구부, 보강, 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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