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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eismic region, non-ductile structures often form soft story and exhibit brittle collapse. However, structure

demolition and new structure construction strategies have serious problems, as construction wast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opular complain. And these methods can be uneconomical. Therefore, to satisfy seismic performance, so many seismic retrofit

methods have been investigated. There are some retrofit methods as infill walls, steel brace, continuous walls, buttress, wing walls,

jacketing of column or beam. Among them, the infilled frames exhibit complex behavior as follows: flexible frames experiment

large deflection and rotations at the joints, and infilled shear walls fail mainly in shear at relatively small displacements. Therefore,

the combined action of the composite system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at of the frame or wall alone. Purpose of research is eval-

uation on the seismic performance of infill walls, and improvement concept of this paper is use of SHCCs (strain-hardening cemen-

titious composites) to absorb damage energy effectively.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consisted of cyclic loading tests on 1/3-

scale models of infill walls. The experimental results, as expected, show that the multiple crack pattern, strength, and energy dis-

sipation capacity are superior for SHCC infill wall due to bridging of fibers and stress redistribution in cement matrix. 

Keywords : non-ductile structure, infill walls, strain-hardening cementitious composites (SHCCs), multiple cracks, fiber bridg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내 건축물의 유형분포
1)
는 주택이 약 54.3%, 상업용

24.9%, 공업용 11.1%, 교육용 5.8%, 기타 3.9%로 구분되

며, 이 중에서 1990년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이 약 52.3%

이다. 나머지 47.7%는 1979년 이전 건축물 22.6% 및

1980~89년 사이의 건축물로 내진규정이 제정된 1989년

이전에 건설된 것이며 현행 규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구조물은 지진과 같은 횡하중을 받을 경우 횡변

위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지반과 인접한 저층부에서 매

우 큰 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저층부에서의 급격

한 변위 증가로 인해 비내진상세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전체의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이에 최근 국

내외에서는 비내진 상세를 갖는 구조체를 해체하고 신축

하는 비경제적 방법 대신 기존 구조체를 적절하게 내진

보강함으로써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Phan 등
3,4)
은 이러한 비내진 상세를 갖는 골조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끼움벽 또는 철골가새 추가, 연속 전

단벽 또는 브레이스 추가, 골조 외부에 부벽 (buttress) 또

는 골조 추가, 기존 벽체의 두께 증가 또는 끼움벽 추가,

기둥에 날개벽 추가, 기둥 및 보의 자켓팅 (jacketing) 보

강, 기존 접합부 보강 등 7가지 보강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Sugano 등
5)
에 의하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

는 일본의 157개 건축물에서 실제로 적용된 공법 중 끼

움벽 보강 (130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보강 (52건), 날

개벽 추가보강 (43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비내진 상세골조의 내진성능

향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끼움벽 보강공법의 경

우, 콘크리트 블록 끼움벽, 철근콘크리트 끼움벽, 프리캐

스트 끼움벽 보강방법 등이 있으며 끼움벽의 강도 및 배

근상세, 골조와의 접합부 강도특성에 따라 끼움벽 보강

골조의 횡강성 증가와 최대 횡변위 제어효과 등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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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rris, Ballouz 및 Kopatz
6)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적 끼움벽 보강시 골조를 구성하

는 보 및 기둥의 강도/강성, 끼움벽의 강도특성에 따라

끼움벽의 압축측 모서리부분에서 끼움벽의 압괴에 기인

한 기둥/보 파괴, 골조 접합부의 파괴에 기인한 끼움벽

의 사인장 균열파괴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Zarnic, Tomazevic 등
7)
은 끼움벽에 균열이 발생된 후

에는 끼움벽과 골조의 경계부를 따라 분리됨으로써 끼움

벽 골조에서의 수평하중 분포가 불균등하게 되어 골조가

큰 전단력을 부담하게 되며, 특히 기둥 상부에 전단력이

집중적으로 작용되는 캔틸레버형 부재와 같은 거동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내진 상세를 갖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끼움벽으로 보강할 경우 나타나는 기존

연구
8)
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구조물에 우수

한 내진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끼

움벽 자체의 내진성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멘트 체적비의 2% 내외로 보강섬유를 혼입하여

2~3%의 인장성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변형경화

형 시멘트 복합체 (strain-hardening cementitious composites,

SHCCs)
9)
를 끼움벽에 적용함으로써 부재의 연성 및 에너

지소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Fig. 1). 특히 단일

섬유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섬유를 혼합 사용할 경우 균

열제어 및 인장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10)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SHCCs 제조에 폴리에틸렌 (poly ethylene,

PE) 및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 섬유를

혼합 사용하였다.

2. 프리캐스트 끼움벽 실험

2.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복합체에 보강섬유를 혼입한

SHCC를 끼움벽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의 취성

적 성질을 보완함은 물론 보강섬유의 가교작용에 의한

인장성능 향상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강근량을 감

소시킴으로써 시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장성능별 SHCC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존 연구 결과
11)

에 따라 PVA 및 PE 섬유를 혼합하여 혼입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균열제어 및 인장성능을 발현하도록 하였다.

이 때 굵은골재를 함유하지 않는 SHCC의 양생시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리캐스

트 (precast) 끼움벽으로 계획하였으며, 끼움벽 실험체의

배근상세 및 일람은 Fig. 2 및 Table 1과 같다.

2.2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복합체에 마이크로 섬유만을 전

체 체적비 0.75%로 혼합하여 적용시 각 보강섬유의 기계

적 특성 및 혼합 조건이 SHCC의 휨 및 인장거동 및 균

열발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2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pecimen
fck*

(MPa)

lw × hw × tw
(mm)

Reinforcing

method

ρv

(%)

ρh

(%)
Rebar

Cementitious

composites

PIW-C
*

50 1,400×800×70 Conventional 0.39 0.75 D6

Concrete

PIW-SL PVA0.65 + PE0.1

PIW-SH PVA0.37 + PE0.37

**fck    :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itious composites, lw : length of wall, hw : height of wall, tw : thickness of wall,

* ρv    : vertical reinforcement ratio, ρh : horizontal reinforcement ratio

**PIW : precast infill wall, C : concrete, SL/H : SHCC with low/high deformation capacity in tension

Fig. 1 Concept of the SHCC infill wall retrofitting Fig. 2 Detail of Infill wall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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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물시멘트비 0.45로 배합계획 하였다. 여기서 시

멘트 복합체에 변형경화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보강섬유

중 마이크로 합성섬유 중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 등 기

계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PE 섬유를 사용하였다. 또한

PE 섬유에 비해 기계적 특성은 다소 저하되나 시공성능

및 섬유의 단가를 고려한 경제성이 우수한 PVA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보강섬유 사용시 소요성능 및 경제성을 함

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보강섬유의 기계적 특성

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PE 섬유의 인장강도와 탄

성계수가 PVA에 비해 1.56 및 1.87배 높은 물리적 특성

치를 갖는다. 시멘트는 T사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비중

3.14)를 사용하였고, S사에서 생산된 접착제용 규사 7호

(비중 2.61, 직경 105~120 µm)를 잔골재로 사용하였다.

2.3 시멘트 복합체의 역학적 특성

배합된 시멘트 복합체를 끼움벽에 적용시 재료의 역학

적 특성에 따른 끼움벽의 거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 배합별 시멘트 복합체의 압축 및 휨성능을 평가하였

다. 이 때, 덤벨형 (dumbbell shape) 실험체를 이용한 직

접인장실험을 실시함으로써 SHCC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와 같은 취성적 재료를 대체시 인장응력 부담능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압축강도 평가를 위한 공

시체는 KS F 2403에 준하여 φ100 mm × 200 mm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휨성능 평가를 위하여 KS F 2408

에 준하여 100 mm × 100 mm × 400 mm의 휨몰드를 제작

하였다. 제작된 SHCC 시험편은 타설 2일 경과후 탈형

하여 28일동안 수중양생 (23 ± 2
o
C)하였으며 끼움벽 실험

시 재료시험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멘트 복합체의 역

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2.4 실험 방법

실험체의 설치상황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방

향 하중이 가력되는 동안 실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에

서와 같이 순수한 전단이 발생하도록 4점 회전단으로 가

력형강을 계획 및 제작하였으며, 벽체 횡지지효과 및 축

하중에 의한 면외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볼지그 (ball

jig)를 설치하였다. 또한 벽체 상/하부에 매립된 고력볼트

를 가력형강에 고정시킴으로써 끼움벽이 골조에 접합되

는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횡하중은 반력벽 (reaction

wall)에 설치된 1,000 kN 용량의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이용하여 전단변형량의 배율로 점증되는 변위제어방식

(displacement control method)으로 가력되었으며, 횡력은

층간변위 (실험체의 횡변위/측정점의 높이)로 제어되었으

며, 반복 가력시 강도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층간변위

별로 각각 2회씩 반복 가력하도록 제어되었다. 또한 실

험체의 외부면에 각 실험체의 층간변위, 슬립, 전단변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개의 변위계 (LVDT)를 설치하

였으며, 실험체 내부의 응력분포, 철근의 변형률 및 실

Table 2 Mixture proportion of cementitious composites

Cement composite W/C
Fiber volume fraction, Vf (Vol. %) Unit weight (kg/m

3
)

PVA PE Cement Water MC SP

Concrete

0.45

- -

700 315 38 892PVA0.65 + PE0.1 0.65 0.1

PVA0.37 + PE0.37 0.37 0.37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cement composites

Cement

composites

Compression Flexure Tension

fcu (MPa) εcu (×10
-6
) fr (MPa) d (mm) ft (MPa) εt (%)

Concrete 46.9 2,420  5.9 0.05 - -

PVA0.65+PE0.1 58.4 4,335  8.6 0.33 2.5 0.10

PVA0.37+PE0.37 49.9 4,163  12.0 0.51 3.3 0.31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inforcing fibers

Fiber
Density

(g/cm
3
)

Length

(mm)

Diameter

(µm)

Aspect 

ratio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PE 0.97 15  12 1250 2500 75

PVA 1.30 12  39  307 1600 40 Fig. 3 Setup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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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의 항복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근 변형률게이지

(wire strain gauge, WSG)를 보강철근에 각각 부착하였다.

3. 실험 결과

3.1 균열 및 파괴양상

Fig. 4는 각 실험체의 최종 파괴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는 층간변위

0.05%에서 초기 휨균열이 벽체의 기초부 접합부분 및 하

단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층간변위 0.1%에 이르러

경사방향 균열이 하단부에서 실험체 중앙 단부로 발생하

였다. 또한 층간변위 0.15%에서는 부가력시 기 발생된

하부의 전단균열이 벽체의 상부까지 이어졌으며, 정가력

시는 층간변위 0.25%에서 벽체의 하부와 상부를 잇는 전

단균열이 관찰되었다. 이후 층간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기

발생된 경사균열의 균열폭이 증가되었으나 새로운 균열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층간변위 0.35%에 이르러 벽체의

상·하부를 잇는 새로운 전단균열이 발생하는 등 기 발

생된 전단균열이 진전되며 주변에 새로운 균열들이 다수

발생되었다. 층간변위 0.45%에서 벽체의 상단부에 경사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부에 기 발생된 전

단균열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후 층

간변위 1%에서는 벽체 하부의 형강접합부를 따라 횡방

향 균열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경계부의 콘크리트가 탈락

되기 시작하였으며, 기 발생된 전단균열폭이 증가, 최종

파괴되었다.

한편, PVA0.65 + PE0.1로 보강된 SHCC 끼움벽인 PIW-

SL 실험체에서는 층간변위 0.05%에서 벽체 중앙부에 초

기균열이 발생하였으며, 0.1%에 이르러 벽체 하부 및 중

앙부에 경사균열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경사균열은 약

300 mm~400 mm의 길이를 가지면서 층간변위가 증가함

에 따라 다수 발생되었으며, 균열의 발생부위는 철근콘

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와 달리 벽체 전반에 걸

쳐 고르게 발생되었다. 층간변위 0.5%에 이르러 벽체 하

부의 접합부에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후에도 벽체에 미세한 경사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응력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층간변위 1.0%를 넘어서부터 벽체 하부와 중앙부를 있

는 전단균열의 균열폭이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균열폭의 증가로 인해 최종 파괴되었다.

PVA0.37 + PE0.37로 보강된 SHCC 끼움벽인 PIW-SH

실험체에서는 PIW-SL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층간변위

0.05%에서 벽체의 중앙부와 상부를 잇는 경사균열이 최

초로 관찰되었으며, 벽체의 하단부 모서리에 약 100 mm

길이의 휨균열이 다소 발생하였다. 이후 층간변위가 증

가함에 따라 상부와 중앙부를 잇는 경사균열 주변에 새

로운 균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상부로부터 중앙부 쪽으

로 균열의 발생이 전이되었으나 층간변위 0.25%에 이르

기까지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에서 발생된 상부

와 하부를 잇는 전단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층간변위

0.25%에서는 벽체 하부의 접합부에서 횡방향 균열이 발

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벽체 하부와 상부에서 기 발생된

300~400 mm의 전단균열들이 서로 이어져 상부와 하부

를 잇는 전단균열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벽체

에 발생된 균열은 길이만이 증가할 뿐 명확한 균열폭의

진전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단지 벽체 하부의 접합부에

서 양단부에서의 균열폭이 가력방향에 따라 증가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접합부에서의 균열들은 층간변

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중앙부로 전이되었으며, 층간

변위 1.0%에 이르러 하나의 균열로 이어지면서 벽체의

상·하단부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횡방

향 균열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력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층간변위 1.2%에 이르러 기 발생된 횡방향 균열

폭이 급격히 증가되며 최종 파괴되었다.

층간변위 1.0%에서 벽판에 발생한 경사균열을 Fig. 5

에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사균열폭을 각 실험체별로 비Fig. 4 Crack pattern of specimens a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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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콘

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는 층간변위 0.4% 이

후부터 0.4 mm 이상의 구조균열이 관찰되었으나, PVA0.65 +

PE0.1을 혼입한 PIW-SL 실험체에서는 층간변위 1.2%,

PVA0.37+PE0.37을 혼입한 PIW-SH 실험체에서는 실험

종료시까지 0.4 mm 이상의 구조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PVA 섬유에 비해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가 높은 PE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되어 균열폭을 효과적으로 제어함

으로써 전 벽판에 걸쳐 응력분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하중-변위 관계

Figs. 7 및 8은 끼움벽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곡선

을 나타낸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

체의 경우 최대하중이 302.49 kN으로 나타났으며 최대하

중 이후 급격한 내력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Fig. 5 Diagonal cracks of specimen at 1.0% of drift ratio

(A = 100 × 100 mm
2
)

Fig. 6 Comparison of crack width

Fig. 7 Load vs. displacement relationships

Fig. 8 Comparison of envelop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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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0.65 + PE0.1을 혼입한 PIW-SL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427.01 kN으로 나타나 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

에 비해 41.2% 높게 나타났다. 또한 PVA0.37+PE0.37을

혼입한 PIW-SH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357.31 kN으로 나

타나 동일 배근상세 및 형상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끼움

벽인 PIW-C 실험체에 비해 18.1% 향상되었으나 정방향

에서 261.52 kN의 최대하중을 보여 11.28% 낮게 나타났다.

한편 최대하중시 변위에서는 PIW-C 실험체는 11.86 mm,

SHCC 끼움벽인 PIW-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각각

12.33 및 12.13 mm를 보여 약 4%의 차이만을 나타내었

다. 전반적인 이력특성을 비교해 보면 철근콘크리트 끼

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는 정방향 (+) 및 부방향 (−)에

서 대칭거동을 나타내었으나, SHCC 끼움벽인 PIW-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비대칭적 거동특성을 보였다.

이는 벽판 타설시 SHCC 내 보강섬유의 배열방향

(arrange direction)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보강섬유

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는 실험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을 각 재료의 압축

강도로 나누어 무차원화한 전단응력-층간변위 관계곡선

을 나타낸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

체의 최대전단응력은 0.45, SHCC 끼움벽인 PIW-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각각 0.58 및 0.50을 보여 PIW-C

실험체에 비해 각각 28.9 및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무차원화하기 이전인 각 실험체의 최대하중

차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SHCC를 끼움벽에 적용시

압축강도에 의한 영향은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끼움벽의 전단강도 평가

끼움벽 보강 골조에 관한 규정은 철근콘크리트 끼움벽

의 내진보강설계·시공지침
12)
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

다.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의 최대전단내력 산정시 적용되

는 끼움벽 자체의 최대전단내력은 다음 식과 같다.

(kN) (1)

   (MPa) (2)

여기서, Fc2는 끼움벽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MPa),

ρw2는 끼움벽의 철근비, tw2는 끼움벽의 두께 (mm)이다.

Fig. 10 및 Table 5는 실험시 최대 전단내력 Qmax 및

일본 내진보강 설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끼움벽판 자체

의 최대 전단내력 wQsu2에 관해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실험체의 최대 전단내력은 내진보강 설계식에 의한

값보다 크게 나타나 안전측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PIW-

C 실험체에서는 계산값과 6~9%의 오차를 보여 계산값

이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SHCCs 끼움벽인 PIW-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각각 30 및 19%의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SHCC와 같이 인장성능이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개선된

경우 복합체 내 보강섬유 혼입에 의한 전단기여분의 고

Q
w su2

τ
su2

t
w2

× l
w2

×=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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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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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results and comparison with calculated values

Specimen

Test results Calculated value
Qmax/wQsu2

fcu
*
(MPa)

Qmax (kN) δmax (mm) kmax (kN/mm)
wQsu2 (kN) Qa (kN)

(+) (-) (+) (-) (+) (-) (+) (-)

PIW-C 46.9 294.78 302.49 8.22 11.86 35.86 25.51 286.15

175.84

1.03 1.06

PIW-SL 58.4 427.01 357.73 12.33 10.27 34.63 34.83 328.78 1.30 1.09

PIW-SH 49.9 261.52 357.31 6.52 12.13 40.11 29.46 300.75 0.87 1.19

*fcu :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composites, Qmax : max. shear strength, δmax : displacement at the max. strength

kmax : stiffness at the max. strength, wQsu2 : shear strength by calculation, Qa : shear strength of anchor

Fig. 9 Shear stress displacement curve

Fig. 10 Comparison of applied loads obtained from test results

and calcul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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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본의 끼움벽 전단강도

산정식에서는 벽체에 사용된 시멘트 복합체의 압축강도

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4 전단변형

Fig. 11은 층간변위 증가에 따른 각 실험체의 전단변형

기여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단변형 기여

분은 실험체의 전단변형량 (shear distortion)을 측정된 횡

변형량 (drift ratio)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변형시에는 벽판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전단변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형이 증가됨

에 따라 균열로 인한 휨변형량이 증가되어 전단변형이 상

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층간변위 0.2~0.5%시 전단

변형량이 갑자기 약 15~2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강

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점에서 벽판의 전단변형량이 증

가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전단변형량 증가 경향

은 PVA0.37+PE0.37을 혼입한 PIW-SH 실험체에서 정·부

양방향 모두 나타나 벽판에서의 균열제어 성능이 전반적

인 전단변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강성저하특성

Fig. 12는 층간변위 증가 및 반복가력에 따른 각 실험

체의 초기강성에 대한 강성저하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IW-C, PIW-SL 및 PIW-SH 실험체의 초

기 강성값은 각각 405.30, 229.40 및 155.78 kN/mm으로

PVA0.37 + PE0.37이 혼입된 PIW-SH 실험체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또한 부방향(−)에서 PIW-SH 실험체의 강

성저하율이 PIW-C 실험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SHCC

끼움벽의 강성저하율이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에 비해 완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실험체의 최대내력시 강

성은 각각 25.51, 34.63 및 29.46 kN/mm이며, 초기강성에

비해 각각 93.7%, 84.9% 및 81.09% 저하되는것으로 나

타나 시멘트 복합체 내에서 섬유보강으로 인해 강성저하

율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6 에너지소산 특성

Fig. 13은 각 사이클별 누적에너지 소산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정가력시 첫 번째 사이클에서 PIW-C, PIW-SL 및

PIW-SH 실험체의 에너지소산면적은 각각 36, 31 및

62 kN .mm로 나타났다. 사이클이 진전됨에 따라 PVA0.37 +

PE0.37이 혼입된 SHCC 끼움벽인 PIW-SH 실험체의 에

너지소산능력이 다른 실험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PVA0.65 + PE0.1이 혼입된 PIW-SL 실험체는 19사이클

이후 급격한 에너지소산능력 증가를 보였다. 각 실험체

의 최종 누적에너지소산면적은 PIW-C, PIW-SL 및 PIW-

SH 실험체에서 각각 12,107 (n = 26), 23,130 (n = 24) 및

12,566 (n = 22) kN.mm을 보이는 등 콘크리트에 비해 초

기에 실험이 종료되었으나 높은 에너지소산면적을 나타

내어 보강섬유의 가교작용으로 인한 에너지소산 및 손상

저항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7 철근변형률

Fig. 14는 끼움벽에 설치된 수직철근 변형률을 비교하여

Fig. 11 Portion of shear distortion vs. displacement (drift ratio)

Fig. 12 Stiffness degradation vs. displacement (drift ratio)

Fig. 13 Energy dissipation capacity vs. displacement (drif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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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

는 최대 1,026 × 10
-6
의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PVA1.3

+ PE0.1을 혼입한 PIW-SL 실험체에서는 1,113 × 10
-6
을 보

여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VA00.37 + PE0.37을 혼

입한 PIW-SH 실험체에서는 768 × 10
-6
의 변형률을 보여

철근이 부담하는 응력이 25.1% 감소되었으며, 이는 PE

섬유량의 증가로 인해 재료의 인장강도 및 변형능력이

개선되어 벽체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을 일부 부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 일반 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는 소수

의 전단균열 발생 및 국부적인 균열폭 증가에 의해

내력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SHCC를 적용한 PIW-

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다수의 미세균열이 폭

넓게 발생하였으며, 층간변위 1.2%까지 0.4 mm 이

상의 구조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균열에 의한 내

구성 증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SHCC를 끼움벽에 적용한 결과, 일반 콘크리트 끼

움벽에 비해 각각 41.2 및 18.1%의 내력 증가를 보

였으며, 재료의 압축강도로 무차원화한 최대전단응

력은 각각 28.9 및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SHCC를 끼움벽에 적용할 경우 압축강도에

대한 영향은 낮으나 내력증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모든 실험체에서 일본 끼움벽 내진보강 설계식에

의한 값과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 끼움벽인 PIW-C

실험체에서는 적절하게 예측하였으나 SHCC 끼움벽

인 PIW-SL 및 PIW-SH 실험체에서는 각각 30 및

19%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강

섬유 혼입으로 인한 복합체의 인장성능 개선 효과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SHCC 끼움벽의 사이클 진전에 따른 강성저하율은

콘크리트에 비해 완만했으며, 에너지소산면적에서는

50% 이상의 증가효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PC 끼움벽 보강시 골조에 작용하는 외

력에 의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 SHCC를 적용한 경우 철근부담응력이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나 재료의 인장성능 향상을 통해 부재에

필요한 철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공성·물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타설시

섬유의 배열방향에 따라 정/부방향에서의 내력차이

가 나타나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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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비내진상세구조물은 지진 발생시 연약층을 형성하고 취성적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을 해체하고 내진상세 구조물을 신축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 환경오염 및 민원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는 등 비경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구조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내진보강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내진보강방법에는 끼움벽, 철골브레이스, 연속벽, 부벽, 날개벽, 기둥/보의 자

켓팅 등이 있다. 이 중 끼움벽 골조는 큰 변형과 접합부에서의 회전이 발생하는 골조와, 비교적 작은 변형에서도 전단

파괴를 야기하는 끼움전단벽 등 복합적인 거동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거동특성은 개개의 골조나 벽

에서 나타나는 거동특성과 매우 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끼움벽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손상에너지의

효과적 흡수를 위해 변형경화형 시멘트 복합체 (SHCC)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1/3 축소모형의 끼움벽을 반복가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실험 결과, SHCC 끼움벽에서는 섬유의 가교작용을 통해 시멘트 복합체 내 응력을 재분배함으로써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강도 및 에너지소산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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