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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를 갖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전단강도 저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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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types of remodeling, however, engineers and architectures preferred to merge two or more separate

units to one very spacious unit. Performing this type of remodeling, in the case of wall dominant apartments, requires partial

removal of structural wall causing a concern of structural integrity.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about partial removal,

that is, openings. Presently, ACI standard have no clear way to evaluate the effect of opening on the structural wall. AIJ has the

provision about strength reduction factor ‘γ’. However, this reduction factor cannot exactly evaluate the reduction effect of openings

because this factor ‘γ’ was determined through the elastic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2 structural wall specimens were tested

and many test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were collected. Using these data,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analysis about strength

of structural wall which have the opening in wall panel. And this study performed parametric study verifying shear strength reduc-

ing effect by opening area. In the results of statistical study, previous reduction factor show very conservative results because this

equation did not consider other factors, reinforcement ratio and aspect ratio of openings, which was affect the shear strength of

shear walls. Therefore we performed parametric study based on the test data and suggest new equation for shear strength reduction

factor ‘γ’.

Keywords : shear wall, opening-wall area ratio, shear strength reduction factor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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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단벽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

는 전단벽의 연성적 거동확보를 위한 내진성능 개선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은 전단벽

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현행 IBC
4)
 및 ACI

5)
 규준에서는 대칭 및 비대칭 단

면의 개구부를 갖지 않는 전단벽에 대한 설계방법 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구부가 설치된 전단벽에 대하여서는 일본을 중심으

로 80년대 중반 靑山博之,
6)
 小野正行

7)
에 의해 수행된 전

단벽의 개구부 영향 및 보강상세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으며 Ali와 Wight
8)
는 개구부가 휨이 지배적인 벽

체의 경계부재에 근접하여 설치된 경우 개구부가 벽체의

전단 압축파괴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Taylor
9)
 등은 벽체의 저면에 개구를 갖는 휨

항복형 벽체에 대한 휨 거동구명 및 변위기초설계법에

따른 경계부재의 횡보강근량 산정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Yanez
10)

 등은 개구부 배열 및

개구부 크기 등을 주요 변수로 한 비정형 개구부를 갖

는 전단벽의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최

창식, 윤현도
3,11,12)
에 의해 개구부 크기, 위치, 형상 및 개

구부 설치에 따른 연결부재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

구를 수행하여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와 변형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전단 내력의 상실에 대한 보

강방법을 발표하였다.

개구부가 설치된 전단벽의 경우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

은 벽체와 동일하게 트러스 기구에 의한 저항을 하지만

개구부 설치에 따른 벽면의 압축지주의 유효면적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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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개구부의 크기, 위치, 형상 등의 변수가 전체

적인 거동 및 전단강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

나 현행 국내 기준은 전단벽의 변형능력 및 전단강도 특

성에 개구부의 영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구부가 신설된 전단벽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기 수행된 전단벽의 실

험 결과를 통해 개구부 설치에 따른 전단벽의 전단강도

및 변형능력 특성을 분석하여 개구부 설치에 따른 전단

벽의 전단강도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전단벽의 전단설계 기준
 

2.1 ACI 318-08

현행 ACI 318-08
5)
 기준에서는 전단 철근이 보강된 철

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전단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

는 전단 저항 능력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전단 철근이

부담한다고 가정하고 식 (1)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그러

나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체의 전단설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취성적 파괴를 방지하고자 하한규정을 두고

있다.

 (1)

여기서 은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공칭 전단강도, 는

철근의 기여분이며, 벽체의 경우 콘크리트의 기여분( )

은 임의의 단면에서 사균열 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식 (2)와 (3)중 작은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3)

여기서 :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h: 벽체의 길

이, d: 벽체의 두께, lw = 0.8h, Nu: 벽체에 작용하는 압축

력, Mu: 단면에 작용하는 계수 모멘트, Vu: 단면에 작용하

는 계수 전단력이다.

단, 식 (3)에서 ( )의 값이 감소함에 따라

이 값이 음수가 되기 직전에 이르면 식 (2)가 좌우하게

되므로 ( )의 합이 음수가 되면 식 (2)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단벽체의 전단 철근의 기여분

(Vs)는 식 (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개구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구부가 작다면 이와 같은 개구부의 영향은 무

시할 수 있으나,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험영역

에 있어 비탄성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벽체의 거동에 개

구부가 미치는 영향은 따로 고려되어야 한다. 

2.2 AIJ 규준
13)

AIJ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에서 개구부를 갖는 전

단벽의 전단강도는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의 전단강도 산

정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 를

초과하는 경우 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5)

 (6)

 (7)

여기서 : 400 MPa이하, tu: 벽체두께, =벽체의 전

단보강근비, : 트러스기구에서 압축지주의 경사각, =

1(전단벽의 전단강도 산정시),  및 : 아치 및 트러

스 기구의 등가 벽체길이, v :콘크리트 유효강도계수이다.

2.3 Hirosawa's equation

Hirosawa
14)
는 기존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식 (8)을 전단벽의 전단강도 평가식으로 제안하였다.

       (8)

여기서 : 등가 인장철근비( ), : 인장측 경

계부재의 주근의 단면적(장방형 단면일 경우 단부의 휨보

강근 단면적),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 : 위험단면에

작용되는 휨모멘트, Q : 벽체의 전단면에 대한 평균 축응

력도, bc : 등가벽두께, , σc : 주변부재 축방향

응력도 이다.

이 외에 NZS
15)

 및 CEB-FIP
16)

 기준에서는 장방형 전단

벽체에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독립된 벽체로 가정하거나

병렬 전단벽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한 휨에 의해 지배되는 벽체에 대해서는 벽체 개구부 주

변의 응력 흐름을 고려하여 STM으로 설계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2.4 벽체에 설치된 개구부의 영향

현행 AIJ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에서는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의 내력

산정식에 강성 및 내력을 저감하는 강도 저감률(reductions

Vn Vc Vs+=

Vn Vs

Vc

Vc 0.27 fckhd
N du

4lw

---------+=

Vc 0.05 fck

lw 0.1 fck

0.2Nu

lw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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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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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k

Mu Vu⁄ l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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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A f v dy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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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을 도입하여 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내력을 평가하

고 있다.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의 강도식의 경우 탄성

판이론 및 응력 분포상태를 대략적으로 가정하여 개구부

의 면적에 따른 전단벽의 강도 저감을 추정하기 위하여

강도 저감률(γ)을 산정하여 식 (5) 또는 (8)과 곱하여 산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강도 저감률(γ )은 식(9), (10)

과 같이 산정한다.

 (9)

(10)

여기서 식 (9)는 단일한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의 강도 저

감률을 나타내고 식 (10)은 2개 이상의 개구부를 갖는 벽

체의 강도 저감률을 나타내며 각각에 대해 : 개구부의

길이, : 개구부의 높이, l: 벽체의 길이, h: 벽체의 높이

이다.

그러나 AIJ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강도감소율에서는 개구부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대

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Ono
7)
 등은 개구부의 크기 및

위치 형상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강도 저감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1)

여기서 는 벽체의 사균열 경사각을 45도로 가정할

때 압축장을 형성하는 벽판 면적의 총합이고 hl은 벽체

의 면적이다. 식 (8)은 벽체에 발생된 대각선 균열에 의

해 형성된 압축장의 유효면적이 벽판에 위치한 개구부에

의해 감소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이다. 

개구부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 반영은 일본의 연구 결

과가 유일하므로 개구부가 발생한 전단벽의 내력 감소

비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본 건축학회에서 제

안하고 있는 전단강도 감소율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자들
12,17-20)

의 실험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실험체는 전단의 지배를 받는 1 이하의 형상비를

갖는 저형 전단벽체(squat shearwall)이며, 콘크리트의 강도

는 27 MPa 이하로 설정하였다. 벽체의 두께는 70~100 mm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의 실험체의 강도 저감률은 AIJ의 강도 저감률(벽체-개

구부 길이비, 벽체-개구부 면적비)과는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강도 저감 계수는 개구부 설치에 따른 콘크리

트의 유효단면적 감소에 의한 횡력 지지능력을 감소시키

는 방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전단지지 구성 요소에(벽

체의 철근비, 개구부의 형상비, 개구부의 위치 등) 대한

영향평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행 AIJ에서 제안하고 있는 강도저감방법은 탄성판이론

및 벽체의 응력분포상태를 대략적으로 가정하여 도입된

방법으로, 균열발생 이후 최대 내력 하에서의 적용 가능

성에 대한 확신은 없다.

3. 실험 개요 및 실험 결과

실험체는 개구부 없는 기준 실험체와 개구부가 설치된

실험체로 분류된다. 기준 실험체는 2,600 mm × 6,000 mm,

두께 100 mm의 벽체를 대상으로 실물크기의 1/2로 축소

하여 제작하였으며 개구부의 크기는 1,800 mm × 2,100 mm

로 가정하였다. 이는 개구부 면적비가 23%로서, 출입문

의 형태를 갖도록 계획되었으며 AIJ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한계 개구부 면적비를( , 이 실험체

기준 16%) 초과한 실험체이다. 실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γ min γ
1

1 l
0

– l,γ
2

⁄ 1 h
0
l
0

hl⁄–= =[ ]=

γ min γ
1

1 2l
0

– l,γ
2

⁄ 1 2h
0
l
0

hl⁄–= =[ ]=

l
0

h
0

γu

Ac∑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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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0.4 h
0
l
0

hl⁄[ ]≤

Fig. 1 Reduction rate of shearwalls with opening

Fig. 2 Detail of test specimens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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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강도는 21 MPa이며, 철근은 D6, 인장강도

375 MPa이다. 실험체의 상세는 Fig. 2에 나타나있다.

벽체는 휨 파괴 보다는 전단 파괴가 주요 파괴모드로

나타났으며, 각 실험체의 파괴형상은 Fig. 3과 같다. 파

괴형태를 살펴보면 초기 균열의 발생위치는 벽체와 기초

저면이었으며, 항복하중에 도달하기 전까지 벽체의 중앙

부분으로 전단균열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항복하중

이후 전단균열의 확산범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기

존에 발생된 균열과 균열사이에 새로운 균열이 다수 발

생되어, 벽체 중앙부의 사인장 균열의 폭이 증대되어 콘

크리트의 박리와 벽체의 부분적인 압괴로 최종파괴 되었다.

Fig. 4에 나타난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통해 최대

내력을 살펴보면, 정가력의 경우 WB-Solid 실험체는

740 kN, WB-0.23 실험체는 555 kN을 나타내었다. 부가력

의 경우는 각각 800 kN과 487 kN으로 나타났다. 23% 면

적의 개구부의 영향은 벽체의 강도를 정가력시 25%, 부

가력시 4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IJ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벽

체의 내력 감소량(0.52)은 벽체의 성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J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구부 면적비를 초과한 실험

체의 실험 결과 개구부 설치에 따른 내력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IJ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구부

면적비에 따른 강도 감소율은 개구부에 의해 벽체에 형

Table 1 Test results

Specimen
Pcr

(kN)

Py

(kN)

Pu

(kN)

Pn (kN) rreduction ratio
δy δu θy θu µ

ACI AIJ Hirosawa’s ACI AIJ Hirosawa’s rtest rAIJ

WB-

solid

+ 320 560 740
672 655 862

1.10 1.12 0.86 - - 8 12 0.61 1/108 1.5

− 290 600 800 1.19 1.22 0.93 - - 13.5 18 1.03 1/71 1.3

WB-

0.23

+ 280 420 555
- 340 448

- 1.63 1.24 0.25
0.52

7 10 0.53 1/130 1.4

− 250 365 487 - 1.43 1.09 0.40 8 12 0.61 1/108 1.5

Pc r: initial crack load, Py : yield load, Pu : maximum load (testing value), THEPn : maximum ultimate design strength (retrofit strength)

δy : displacement corresponding to the Py, δu : displacement corresponding to the Pu, θy : drift corresponding to the yielding

θu : deformation capacity, µ : displacement ductility ratio, rAIJ : strength reduction factor(using AIJ Provisions), rtest : strength reduction

factor(using test results)

Pu

Pn

-----

Fig. 3 Test results and analytical results - crack pattern

Fig. 4 Load-displacemen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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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압축지주의 감소를 과대평가하여 실제 보유내력

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AIJ의 강도 저감률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전단벽의

전단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변수로 생각되는

벽체에 배근된 수직 및 수평철근의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

였다. Figs. 5와 6은 개구부 설치에 따른 벽체의 강도 저

감률을 수직 철근비와 수평 철근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평, 수직 철근비는 단위 면적당 철근의 강도를 통해

나타내었다. 추세선을 살펴보면, 수직 철근비의 경우 보강

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계수 γ가 이 규준식을 통

한 평가값과 실험값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규준식을 통한 계산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 철

근비의 경우 보강근비의 증가에 따라 감소계수(γ )는, 기준

식을 통해 평가한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실

험값은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현행 AIJ

규준의 전단강도 감소계수는 수직 또는 수평 보강근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검증

개구부에 따른 정량적 내력 감소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면적비 및 형상, 위치를 주요 변수로 해

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실험 결

과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Standard
21)
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모

델은 Fig. 7과 같이 구성하였다. 콘크리트는 평면응력

상태의 2차원 4절점 쉘 요소(CPS4R)을 적용하였으며 철

근은 트러스(T2D2) 요소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모델

은 콘크리트의 최대 하중 이후의 거동이 표현 가능한

concrete damaged plasticity
21)
로 정하였다. 여기서 적용 모

델 관계식은 1축 압축시에는 Hognestad
22)
의 모델, 인장

강성시에는 Okamura
23)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단벽의 콘

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슬립 관계식은 CEB-FIIP Model

Code 1990
16)
에서 정의하는 모델로 이상화 되었으며, 개

구부의 인위적 발생으로 인한 철근의 부착력 상실이 예

상되는 부위에는 부착모델을 적용하지 않았다. 변위제어

를 통해 횡방향 가력상황을 이상화 하였으며 축 하중을

고정하중으로 유지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2와 Fig. 8과 같다. 실험과 해석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기준 실험체인 solid 실험체의 경

우 최대 내력 및 최대 변위는 각각 4%와 6%의 오차를

보였으며, 개구부가 설치된 WB-0.23 실험체의 경우 최

대 내력은 10% 크게 예측되었고 변위는 10% 작게 나타

나, 개구부 유무와 상관없이 해석모델이 실험값을 비교

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에 의한 파

Fig. 5 Strength reduction ratio about vertical reinforcement

Fig. 6 Strength reduction ratio about horizontal reinforcement

Fig. 7 Analytical modeling

Fig. 8 Analytical results vs.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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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양상 및 해석에 의한 응력 분포는 Fig. 3과 같이 실

제 파괴 양상과 유사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연구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뿐만 아니라 기

존에 연구되었던 실험체
24)
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실험체는 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좌우로 넓

은 형태의 창문 형식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실험체의 모델링은 위에서 기술한 방법과

같도록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대 하중 및 변위는

모두 3%의 오차를 보이며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5. 변수해석
 

이 연구에서는 개구부 설치에 따른 장방형 전단벽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검증한 결과 실험값과 비

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안된 해석모델

을 바탕으로 개구부 면적비(10%, 23%, 30%, 39%, 50%),

형상비(0.24, 0.94), 위치(측면, 중앙)를 대상으로 변수해

석을 수행하였다.

5.1 개구부 면적비에 따른 영향

Fig. 9는 변수해석 결과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개구부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벽체의 유효면

적 감소에 따른 강도 감소가 나타났으며 변형 능력이 감

소되었다. 개구부 면적비에 따른 벽체의 내력감소량은 면

적비에 따라 11%에서 64%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구부 면적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강도 감소율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개

구부 면적비를 달리한 전단벽의 해석 결과를 최대 하중

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구부 면적의 증가와 함께 전단강

도 감소율 γ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실선은 면

적비에 따른 AIJ 전단강도 감소 규준에 의한 감소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점선은 AIJ 기준에서 개구부 길이-벽

체 길이의 비율에 의해 전단강도 감소율이 결정될 경우

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를 살

펴보면 AIJ 기준에서 적용하는 면적비에 의한 감소율이

해석 범위 전체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선형 감소로 대변되는 개구부-벽체 길이비에 의

한 감소율보다는 낮은 감소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AIJ 기준은 현재 개구부의 영향을 과대하게 평

가하고 있으며 개구부의 설치 이후 보존되는 요소들(철

근의 부착력, 연결보의 보유 전단 내력 등)의 영향을 과

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nalytical results

Specimen
Opening size

(mm)

Experimental

results
FEM Analysis Exp./FEM Strength

reduction ratio

(Test)

Strength

reduction ratio

(FEM)

Strength reduction ratio 

predicted by AIJ

Pmax

(kN)

δmax

(mm)

Pmax

(kN)

δmax

(mm)
Pmax δmax max[ ]

Solid - 740 12 706 11 1.04 1.09 -

WB-0.1 600×650 - 634 11 - - 11% 31%

WB-0.23 900×1050 555 10 504 11 1.10 0.90 25% 28% 47%

WB-0.3 1,000×1175 - 492 12 - - 30% 54%

WB-0.39 1,200×1250 - 439 17 - - 37% 62%

WB-0.5 1,600×1175 - 327 12 - - 53% 70%

lo

l
---

h
0
l
0

hl
---------,

Fig. 9 Analytical results about various open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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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구부 형상비에 따른 영향

개구부 형상에 의해 산정되는 강도 저감률을 파악하기

위해 벽체 중앙부에 동일한 면적비를 갖는 개구부를 대

상으로 개구부 형상비를(세로/가로 비) 조절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각각 265 kN, 500 kN의 최대내력을 나타내

었다(Fig. 11). 이는 기준 실험체에 비해 63%, 29%의 내

력이 감소된 것으로 응력 분포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

이 벽체 중앙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대각선 압축지주가

중앙부에 위치한 개구부에 의해 개구부를 중심으로 상/

하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잔류 벽체의 길이에 영

향을 미쳐 벽체 내에 발생하는 압축지주의 폭이 더 좁

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3 개구부의 형태 및 위치에 따른 영향

개구부의 수평 및 수직 위치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문 형태의 개구부 및 창문형태의 개구부를 선

택하여 각 형태별 위치에 따른 벽체의 내력 평가를 위

해 변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12와 같다.

창문 형태의 개구부가 벽체 상부 및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었을 경우(Fig. 12(a), (b)) 유사한 내력 감

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직 방향으로 큰 출입문 형태의

Fig. 10 Shear strength redution according to the opening ratio

Fig. 11 Analytical results about various aspect ratio of opening

Fig. 12 Analytical results about various location and shape of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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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를 갖는 경우 가력 지점 쪽으로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내력 감소는 8%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부 연결보

에서 시작된 유효압축 면적이 개구부 없는 전단벽과 동

일한 면적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6. 변수해석을 통한 강도감소 계수 제안

전단벽에 있어 개구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

인 방법은 개구부의 면적을 고려한 강도 감소계수를 개

구부 없는 전단벽체의 전단 내력에 곱하는 방법만 제시

되어 있을 뿐이며 나머지 방법은 스트럿-타이 모델에 의

한 가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그러나 강도 저감률을 사용

하는 이 방법은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 강도 감소

계수 산정에 있어 개구부에 대한 영향을 과대 평가하여

벽체의 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벽체에 신설된

개구부의 평가에 있어 개구부의 형상비, 수직 수평철근

의 영향, 개구부 상부 연결부재의 응력 분담 효과를 무

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구부의 한계 면

적에 있어 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구부 면적비는 과

도한 안전율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 및 해석적 연구 결과, 개구부의 면적 및 형상비,

철근비 등이 벽체의 잔존 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석에 의해 결정된

형상비의 영향과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전단보강근비의

영향을 주요 변수로 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

다. 개구부의 형상비에 대한 벽체의 전단 내력 감소율에

대한 비선형 회기 분석 결과 Fig. 13과 같이 선형 형태

의 회기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전단 보강근비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식 (12)를 통하여 비선형 회기 분

석을 수행하였다.

 (12)

SPSS를 사용한 비선형 회기 분석의 결과 식 (12)에 사

용된 계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3)

식 (13)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 식을 통한 강도

감소율과 기존식을 이용한 강도 감소율을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Fig. 1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오차의 평

균은 12.3%에서 1.5%로, 표준 편차는 0.174에서 0.090으

로 감소하였다.

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개구부의 설치에 따른 전단벽의 강도

감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 및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구부를 갖는 전단벽체의 성능 평가에 있어 개구

부 면적비를 고려한 AIJ 기준의 강도 감소율은 벽

체의 보유성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γ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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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ther effects for reduction ratio of shear strength of shearwalls

Fig. 14 Ex.-cal. comparison using modified strength reduc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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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벽체 전단 지지능력 중 콘크리트의 분담능력만

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개구부 평가에 있어 한계 개구부 면적비를(0.4 ≤

, 이 실험체 기준 16%)갖는 실험체의 경

우 강도 감소율은 AIJ에서 제안한 감소율 보다 낮

게 나타났다.

3) 1/2 축소 전단벽 실험 결과를 근거로 검증된 유한

요소해석모델에 의한 해석 결과는 개구부 유무에

상관없이 실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개구부

면적비(10%, 23%, 30%, 39%, 50%)를 대상으로 하

여 변수해석을 수행한 결과, 개구부 면적비 및 형

상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문

헌을 토대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력감소율

은 벽체의 면적비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소량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실험 및 해석을 통해 제안된 강도 감소율 산정식은

기존 문헌의 통계분석 결과 AIJ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비해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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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리모델링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건축주나 리모델링 수행자가 선호하는 방법이 두 개의 주거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 평면 확장을 목표로 하는 세대 병합형 리모델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현재 국내에서 리모

델링 대상이 되고 있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주요 횡력 저항 요소인 전단벽에 큰 손상을 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주요 구조 부재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에 개구부가 발생할 경우의 명확한 손상 정도를 정의

해주는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ACI 기준은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내의 개구부에 대한 명확

한 고려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AIJ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내부의 벽체에 대한 고려 방안으로 강도 저

감률 γ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강도 저감률은 탄성 판 이론으로부터 제시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있어서

의 강도 저감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AIJ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도 저감

률 γ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변수 분석을 통해 개구부

에 의한 강도 저감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 결과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강도 저감률은 개구부의 벽체

면적에 대한 비율만을 변수로 설정하여 그 저감률이 실험 결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개구부의 형상비를 면

적과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철근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의 실험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변수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강도 저감률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전단벽, 개구부-면적 비, 전단강도 저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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