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4호(2011.8) 391

경년열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지진응답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of Parameters Affecting Seismic Response for RC Shear Wall 

with Age-Related Degradation

박  희†        선*      최 인 길**

Park, Junhee Choun, Young-Sun Choi, In-Kil

················································································································································································································

요  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타설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 인 요인과 화학 인 요인으로 인하여 열화가 진행된다. 열

화된 구조물의 효율 인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구조물의 거동과 한 련이 있는 요열화변수를 정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년열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요변수를 분석하기 하여 일계이차모멘트법을 이용하여 

민감도해석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의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조물의 열화성능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콘크

리트의 경화에 따른 해석변수들의 민감도를 분석하 다. 열화된 단벽에서 변수의 요도는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으로 나

타내었다.

핵심용어 : 단벽, 경년열화, 콘크리트의 경화, 지진응답, 민감도해석, 일계이차모멘트법(FOSM)

Abstract

After a concrete is pour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ere distressed by physical and chemical factor over time. It is in need 

to define important variables related to structural behavior for effectively conducting seismic analysis of structures with age-related 

degradation. In this study, a sensibility analysis using the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 was performed to analyze an 

important variable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with age-related degradation. Because the seismic capacity of aging 

structures without a concrete hardening effect can be underestimated, the sensibility of analysis variabl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crete hardening. Important variables for RC shear wall with age-related degradation was presented by using the tornado 

diagram.

Keywords : shear wall, age-related degradation, concrete hardening, seismic response, sensitivity analysis, 

first-order second moment(FOSM)

················································································································································································································

 †책임 자, 정회원․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 평가부 박사후연구원

   Tel: 042-868-4859 ; Fax: 042-868-8256

   E-mail: jhpark78@kaeri.re.kr

 *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 평가부 책임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 평가부 책임연구원

∙이 논문에 한 토론을 2011년 10월 30일까지 본 학회에 보내주

시면 2011년 12월호에 그 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열화가 발생하면 구조재료의 특

성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철근의 부식과 콘크리트의 탈락으

로 인하여 구조물의 성능은 감소된다. 특히 지진해석 에

서 구조물의 경년열화는 기 하지 못한 괴모드의 발생을 

야기하거나 동특성의 변화, 항성능의 감소, 기 괴 치에 

향을 미친다. 그 결과 구조물의 기 수명이 감소될 수 있

다. 따라서 노후된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운 을 하여 

열화를 고려한 구조해석은 필수 이다. 

최근 국내 원자력발 소(이하, 원 )  고리 1호기가 설

계수명을 과하면서 노화된 원 에 하여 열화를 고려한 

지진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열화를 고려한 원 구조물의 지

진해석결과는 지진하 에 한 원 의 안 한 운 을 보장하

기 하여 필요하다. 격납건물, 보조건물, 복합건물과 같이 

원 에서 부분의 구조물은 우수한 내진성능과 차폐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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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콘크리트의 특성

려하여 단벽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 의 단벽이 

열화로 인하여 균열이나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면 원 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물론 원 에는 수많은 기기와 설비

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성능에 의하여 원  체의 열화

성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기들과 설비들은 주기

으로 검사를 통하여 교체  수리가 가능하여 시간이 경과하

더라도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구조물은 기

기와 같이 쉽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수명동안 열화에 

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구조물의 열화와 련된 연구(Cabrera, 1996; 

Auyeung 등, 2000)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부분 몇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열화에 한 

연구로 구조물의 확률론  평가시 시간과 노력을 이기 하

여 지진응답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변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Naus(2006)에 의하면 염화물이 침투할 경우 철근의 부

식과 콘크리트의 균열  탈락이 표 인 열화 상으로 보

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균열과 탈락을 유

발하는 변수와 콘크리트 경화효과를 고려하기 한 변수를 

해석변수로 선정하 다. 

지진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원 에서 많이 용되고 있는 

단벽을 해석모델로 정의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벽

의 지진응답을 비선형정 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지진

응답에 한 확률  평가는 일계이차모멘트법(first order 

second moment, FOSM)(양 순 등, 2001; Melchers, 

1999)을 이용하 다. 콘크리트 경화효과에 따른 해석변수들

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하여 콘크리트 경화를 고려 유무에 

따른 지진응답의 민감도를 비교분석하 다.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료특성

2.1 콘크리트의 경화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화하는 성

질이 있다. 콘크리트의 경화는 강도와 탄성계수의 증가를 

래하므로 재료의 열화와 연성능력의 감소가 없다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조물의 지진 항능력은 증가하게 된다.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structure aging(SAG) 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

되어 수집된 콘크리트의 재료특성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강

도와 탄성계수를 추정하 다(Oland, 2009). SAG 로그램

은 미국원자력규제 원회의 검시 들이 열화된 원 의 성능

을 평가하기 하여 구축된 로그램으로써 시간에 따른 재

료특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구조물 보수기술의 평가, 열화

된 구조물의 정량 평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AG 데이터베이스의 콘크리트 강도와 탄성계수를 회귀분

석 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을 그림 1과 같이 시간에 

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콘크리트가 

타설된 기상태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화에 의하여 압축

강도와 탄성계수는 증가하 다. 특히 타설된 후 5년까지 강

도와 탄성계수가 격하게 증가하며, 5년 이후 증가폭은 완

만하게 나타났다. 20년 경과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기

강도보다 약 50%증가하고, 탄성계수는 약 30%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재료특성은 발 소를 상으로 하

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품질은 일반 구조물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경화에 의한 강도증가가 일반 

구조물의 강도증가보다 크게 나타났다.

2.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바닷물이나 해풍에 노출된 구조물은 염화물의 침투에 의한 

열화메카니즘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Neville, 

1995). 콘크리트표면의 미세균열로 침투된 염화물에 의하여 

매립된 철근에서 부식이 발생하고, 부식에 의하여 생성된 녹은 

콘크리트 내부의 응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 결과 콘크리트는 

균열, 탈락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괴에 이르게 된다. 

철근의 부식을 해석 으로 고려하기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철근의 손실단면을 산정하 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철

근의 단면은 식 (1)~식 (3)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Choe 등, 2008). 여기서, 는 경과시간, 은 기 부

식이 발생한 시간, 는 커버콘크리트 두께, 는 물시멘트

비,  부식  철근 직경을 나타낸다. 부식이 발생하기 까

지 철근의 단면은 일정하지만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최

종시간()까지 커버콘크리트의 두께, 물시멘트비에 따라 철

근의 단면은 감소한다. 최종시간()는 식 (4)와 같이 산정

된다. 염화물의 침투량이 결정되면 철근의 기 부식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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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근의 단면손실

 

그림 3 벽체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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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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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물의 침투량에 의한 철근의 손실단면은 의 식을 이

용하여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염화물의 침투량이 증가

하게 되면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 부식시간이 빨라지

게 된다. 그 결과 염화물의 침투량이 많은 모델이 염화물의 

침투량이 작을 경우보다 손실된 단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단 용 당 염화물량을 0.06%

로 가정하여 손실된 철근단면을 추정하 다.

철근의 부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에서 응력이 증가하

게 되면 커버 콘크리트의 탈락이 발생하게 된다. 철근의 부

식과 콘크리트 탈락의 계는 매우 복잡하여 계식을 정의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

이 벽체가 0.076cm/년 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철

근콘크리트 벽체는 횡철근에 의하여 코어 콘크리트가 구속되

어있기 때문에 코어 콘크리트에서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철근이 부식됨에 따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능력은 감소

하여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항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상은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주로 휨 거동을 하거나 인장

거동을 할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원 과 같이 형상비가 낮

은 RC 단벽은 횡력에 하여 단 괴가 발생하므로 철근

의 부착능력은 해석모델의 거동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 한 Berto 등(2009)에 의하면 철근의 부착강도는 

많은 변수(철근의 치, 구속정도, 콘크리트 품질, 균열, 부

식정도 등)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으로 부착강

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의 부착강도를 해석변수로 정의하지 않았다.

철근의 부식으로 인하여 균열이 확장되면 커버 콘크리트가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열화된 구조물의 성능 감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발생한 벽체의 탈락을 고려함으로써 균열에 의한 강성

감효과를 고려하 다.

3. 해석모델  해석변수

3.1 해석모델링

원 과 같이 요구조물에서 지진에 한 우수한 항능력

을 고려하여 형상비(aspect ratio)가 2이하의 철근콘크리트 

단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의 철근콘

크리트 단벽과 같이 형상비가 작은 단벽을 제모델로 

설정하 다. 해석모델은 그림 4와 같은 높이 731.5cm, 폭 

731.5cm, 두께 61cm의 높이/길이비(H/L)가 1이며, 철근

은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5@21.6cm의 간격으로 배치된 철

근비가 0.003인 철근콘크리트 단벽이다. 단벽은 144개

의 쉘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쉘 강성을 계산하기 

하여 4  수치 분식을 사용하 다. 콘크리트는 그림 5

와 같이 모델링하 으며, 철근은 이선형으로 모델링하여 재

료 비선형을 고려하 다. 해석모델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5Mpa, 철근의 인장항복강도는 455Mpa를 사

용하 다. 지반의 경계조건은 완 고정으로 가정하 다. 

단벽의 비선형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그림 6과 같이 

SAP2000에 포함되어 있는 층쉘요소(layered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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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수
평균값

변동계수(%)
0년 20년 40년 60년 100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25 38 40 41 42 16.0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26200 36690 38170 39040 40140 8.0

철근의 항복강도 455 439 418 401 372 9.0

철근의 탄성계수 199940 199940 199940 199940 199940 3.3

철근의 단면 196 187 175 166 151 1.6

벽체의 두께 610 594 579 579 579 1.0

표 1 해석변수의 특성 (단 , N, mm)

(a) 콘크리트

(b) 철근

그림 5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변형율 계

Cover concrete Reinforcing steel

Core concrete

Cover concrete layer

Core concrete layer

Horizontal rebar layer
Vertical rebar layer

Layer

그림 6 해석모델을 한 층쉘요소

element)를 사용하여 단벽을 모델링하 다. 층쉘요소는 

3차원 솔리드요소를 사용한 모델보다 자유도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결과를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벽체 

해석시 많이 사용된다. 층쉘요소는 벽체의 두께방향으로 

각기 다른 재료와 거동을 나 어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철

근콘크리트 벽체를 효과 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3.2 해석변수들의 확률  특성

타설후 시간이 경과한 단벽에는 열화와 콘크리트의 경화

상이 발생한다. 경년열화를 고려한 단벽의 실 인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을 함께 

고려하 다. 콘크리트의 경화 상을 고려하기 하여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해석변수로 설정하 다. 그리고 

단벽의 열화를 고려하기 하여 철근의 항복강도, 철근의 

단면 , 콘크리트의 두께를 열화변수로 설정하고 기존의 논문

과 가정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확률  특성을 표 1과 

같이 고려하 다(Lee 등, 2006; Sobani 등, 2007). 철근에

서 열화가 발생하면 철근의 단면손실 뿐만 아니라 철근의 항

복강도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을 고려하기 하여 식 

(6)과 같이 철근의 부식에 의한 항복강도를 산정하 다(Du, 

2001).

  ∙  (6)

여기서, 는 경험  계수(0.015), 는 평균단면 손실

(%), 는 열화  철근의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4. 고유치해석  비선형정 해석 결과

4.1 열화모델의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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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화 비고려

(b) 경화 고려

그림 7 힘-변  곡선

시간(년)
고유진동수(Hz)

경화 고려 경화 비고려

0 10.67 10.67

10 12.29 10.63

20 12.49 10.58

40 12.63 10.49

60 12.76 10.48

100 12.92 10.46

표 2 해석모델의 고유진동수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고유진동수는 강성과 질량에 의하

여 결정된다.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

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화와 열화에 의한 강성 변화에 의

하여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고유진동수는 결정된다. 특히 

재료의 탄성계수, 구조물의 단면 ,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길이에 의하여 강성은 결정된다. 재료의 탄성계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콘크리트의 경화에 의하여 증가하고, 나머지 변

수는 열화에 의하여 감소한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콘크리

트의 경화에 의한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증가율이 열화에 의

한 철근의 항복강도, 철근의 단면 , 벽체 두께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고

유진동수는 표 2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진

동수의 증가추세와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증가추세가 서로 유

사하게 나타나므로 경화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고

유진동수는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경화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시간이 

증가할수록 철근의 단면손실과 벽체의 탈락에 의하여 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표 2와 같이 고유진동수가 감소하 다. 

만약 철근콘크리트 단벽이 횡력에 하여 휨거동을 한다

면 철근의 부착능력이 해석변수로 고려되어야 하고, 콘크리

트의 경화를 고려하더라도 단벽의 강성은 감소할 수 있다.

4.2 비선형정 해석에 의한 힘-변 계

구조물의 열화성능 평가시 기존의 연구는 부분 콘크리트

의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고, 열화 상만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고유치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열화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경화 상

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화

상의 고려유무에 따른 변수들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하여 

비선형정 해석을 수행하 다.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비선형정 해석시 횡력을 웨  벽

체의 외곽 에 1차 모드형태로 분포하 으며, 한계변 를 

과할 때 까지 진 으로 변 를 증가시키는 변 제어방식

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정 해석에 의한 해석모델의 힘-변  곡선은 그림7

과 같다. 그림 7의 (a)는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실, 철근의 항복강도 감, 

벽체의 탈락을 고려한 모델의 힘-변  계를 나타내고 있

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석모델은 염화물의 침투에 의하여 

벽체와 철근의 단면손실이 증가하고 철근의 항복강도 한 

감소하기 때문에 힘-변  계에서 나타나듯이 기 모델보

다 면 단력이 감소하 다. 단벽에 부착된 기기의 성능

을 고려하여 항복변 의 4배를 한계변 로 가정할 경우, 이

때 단강도를 비교한 결과 원 의 설계수명인 40년에 도달 

할 경우 기 모델보다 약 8%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할 경우 염화물의 침투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하더라도 콘크리트의 경화로 인하여 단벽의 강

성과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7의 (b)와 같이 시

간이 경과한 모델의 지진 항력이 기 모델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물의 성능은 지진 항력 뿐만 

아니라 변형능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경화를 

고려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단벽의 연성능력은 감소하

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계변 가 감소하게 된다. 시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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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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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00년

그림 8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과에 따라 감소된 한계변 를 고려하면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한 모델의 지진성능은 감소할 수 있다.

그림 7의 (a)와 (b)에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경화는 

시간이 경과한 구조물의 동특성과 지진 항력을 결정하는 

요변수이므로 열화를 고려한 구조해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5. 민감도해석

5.1 일계이차모멘트법

지진응답에 한 해석변수들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계이차모멘트법(FOSM)을 용한 민감도해석

을 수행하 다. 일계이차모멘트법을 이용하면 지진하 에 

한 응답의 평균과 표 편차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확률론  평가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확률변수 에 하여 의 함수를 가정하고, 이 

함수에서 테일러 수 확장식을 이용하면 식 (7)과 같은 1차 

항을 얻을 수 있다. FOSM은 입력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에 의하여 결과값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는 방법

으로 평균은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표 편차는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Lee, 2006).

≈ 

 (7)

≈ 
 



 

  라고 하면,

≈ (8)


  



     ≈
 

 





 

 

 



  라고 하면,


 ≈

 





 (9)

FOSM을 이용하여 각각의 해석변수들에 한 응답의 평

균()과 표 편차()를 산정한 후, 응답의 변동폭(±)

이 큰 변수에서 작은 변수 순으로 나타내면 토네이도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다(Lee, 2006). 이를 토네이도 다

이어그램이라 한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지진응답

에 한 요변수를 쉽게 악할 수 있다. 

단벽에 부착된 기기들의 기능  괴를 기 으로 하여 

한계상태를 정의할 때 단벽의 변형이 손상지표로 사용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응답을 변 로 설정하 다. 시

간의 경과에 따른 해석모델들의 지진응답을 산정하기 하여 

비선형정 해석법을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이 한계상태에 

도달할 때 하 을 기 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들의 민

감도를 분석하 다. 해석모델의 한계상태는 Braverman 등

(200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항복변 의 4배를 한계상태

로 정의하 다. 

5.2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벽에서 열화가 발생할 경우 해석변

수들의 횡변  응답의 변동폭을 분석한 결과 그림 8과 그림 

9와 같은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은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민감도분석 결과이

다. 토네이도 다이어그램에서 세로 선은 응답의 평균을 나

타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열화가 많이 진행되므로 단벽

의 횡변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화가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단벽에서 철근 단면손실과 

벽체의 탈락이 서로 다르게 진행되므로 철근비는 기 상태

와 다르게 나타난다. 해석모델의 경우 열화가 발생하기  

기상태의 철근비는 0.3%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철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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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 20 40 60 100

철근비(%) 0.30 0.29 0.28 0.27 0.17

표 3 열화에 의한 철근비의 변화

0 4 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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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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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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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of wall

(b) 100년

그림 9 경화 상을 고려한 모델의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단면 손실율(열화된 철근의 단면 /열화  철근의 단면 )이 

콘크리트 벽체의 탈락율(열화된 벽체의 단면 /열화  벽체

의 단면 )보다 증가하므로 단벽의 철근비는 표 3과 같이 

작아졌다. 

지진하 이 단벽에 작용할 경우 단벽의 철근비가 작으

면 단거동에 하여 콘크리트의 향력이 크게 된다. 그 

결과 기모델의 경우 철근의 탄성계수와 단면 에 한 응

답의 변동폭은 콘크리트 강도에 한 응답의 변동폭만큼 큰 

값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경과한 모델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

와 탄성계수에 한 응답의 변동폭보다 철근의 탄성계수, 단

면 , 그리고 항복강도에 한 응답의 변동폭은 작게 나타났

다. 결론 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변 응

답의 변동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횡력에 한 요도는 증가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철근의 경우 철근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철근과 련한 해석변수(철근 항복강도, 철근 탄성계수, 철근 

단면 )는 단벽의 단거동과 련하여 요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 단벽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탄성계수는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경

화 상은 경년열화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3 경화 상을 고려한 모델

그림 9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콘크리트의 경화

효과를 고려한 모델의 민감도 분석결과이다. 기모델의 민

감도는 그림 8의 (a)와 같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콘크리트 

경화효과에 의하여 단벽의 횡변 는 감소하 다. 

그림 8과 그림 9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한 모델의 경우 콘

크리트의 경화에 계없이 콘크리트와 련한 변수(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탄성계수, 벽체 두께)가 단벽의 거동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열화로 인하여 단벽의 철근비가 감소

하여 단벽의 거동이 콘크리트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화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 40년 경과후 콘크리트 강도

에 의한 최 변 와 최소변 의 변화는 7.5mm이며, 경화를 

고려한 모델의 40년 경과후 콘크리트 강도에 의한 변 응답

의 변화는 1.5mm로 경화고려 유무에 따라 응답의 변동에서 

차이가 발생하 다. 응답의 변동에서 차이는 응답의 표 편

차에 의하여 발생한다. 경화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열화로 인하여 단벽의 강성이 기 모델보다 감소하기 때

문에 횡변형이 크게 나타나지만 경화를 고려한 모델의 경우 

콘크리트의 경화 상이 단벽의 거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모델보다 횡변형이 작다. 즉, 같은 하 에서 경화를 고려한 

모델은 경화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보다 비선형변형이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응답의 표 편차가 감소하 다.

7. 결    론

염화물이 침투한 철근콘크리트 단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철근의 부식, 콘크리트 균열  탈락 등과 같은 열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열화는 구조물의 수명과 련한 요인자 

이므로 노화된 구조물의 지진성능 평가시 요평가 항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의 침투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하여 지진응답과 련하여 요변

수를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조사하 다. 경년열화를 고려한 

단벽의 민감도 해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콘크리트의 경화를 고려할 경우 40년이 경과한 모델

의 변 는 기 모델보다 약 35%까지 감소하 다. 

반면, 콘크리트의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의 

변 는 기모델보다 약 38%까지 증가하 다.

(2) 열화변수  콘크리트의 탈락으로 인한 벽체 두께가 지



경년열화된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지진응답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민감도분석

39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4호(2011.8)

진응답에 가장 민감한 변수로 나타났다.

(3) 시간이 경과한 모델은 열화에 의하여 철근비가 기 

모델보다 감소하므로 철근과 련한 해석변수(철근의 

단면 , 철근의 탄성계수, 철근의 항복강도)는 지진응

답에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콘크리트의 경화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변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지진하 에 하여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경

과한 구조물의 지진해석에서 요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 열화에 의하여 구조물의 철근비는 기상태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의하여 거동이 

지배되는 구조물은 취성 으로 괴될 수 있다. 따라서 경년

열화된 구조물의 정확한 지진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철근비 

한 요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열화변수들  철근비와 계없이 콘크리트의 탈락은 지진

응답에 하여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열화해석에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철근비가 높은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

더라도 철근의 탄성계수, 철근의 단면손실이 요변수로 정

의될 수 있으므로 추후 철근비가 높은 단벽에 하여 민감

도해석이 필요하다. 한 휨 괴가 지배 인 단벽일 경우 

철근의 부착능력도 요변수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휨 거동

이 지배 인 단벽의 민감도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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