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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inforced concrete walls subjected to cyclic loading show complicated inelastic behaviors varying with aspect

ratio, re-bar detail, and loading condition. In the present study, a macro model for nonlinear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walls

was developed. For exact prediction of inelastic flexure-compression and shear behaviors, the macro model of the wall was ide-

alized with longitudinal and diagonal uniaxial elements. The uniaxial elements consist of concrete and re-bars. Simplified cyclic

models for concrete and re-bars under uniaxial loading was used. For verification, the proposed model was applied to slender, low-

rise, and coupled walls subjected to cyclic load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predicted the nonlinear behaviors

of the walls with reasonable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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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지진에 의한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의 내진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

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 해석 및 내진공학 기

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선형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정

밀 내진 성능 평가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국내 공동

주택의 경우 과거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철근콘

크리트 벽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공동주

택의 정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단일벽, 병렬벽

등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지진거동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이 필요하다.
1)

벽체의 정밀한 비선형 해석 방법으로 2차원 면요소를

사용하는 유한 요소 해석을 사용할 수 있다.
2,3)

 이러한 방

법은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거동을 정

확히 나타낼 수 있으므로, 휨-압축 및 전단거동이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개별 벽체의 정밀한 비선형 해석이 가

능하다. 그러나 벽체, 연결보, 슬래브 등 다양한 구조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전체 구조물의 경우,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유한 요소를 사용해야하므로

해석 시간이 길어지고 수치 해석의 안정성이 문제가 발

생하여 해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벽체를 위한 간편한 비선형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 및

수치 해석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거시 모델(macro model or

fiber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Fig. 1은 현재까지 개발

된 대표적인 거시 모델을 보여주는데, Kebeyasawa,
4)
 Linde

and Bachman,
5)
 Milev,

6)
 Vulcano and Betero,

7)
 Orackal et

al.
8)
 등은 벽체의 휨-압축거동은 유한개의 1축 수직 요소

로 모델링하고 전단거동은 1축 수평 요소로 모델링하는

형태의 거시 모델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거시 모델들

은 벽체 단면의 중립축의 이동, 콘크리트 구속 효과 등

벽체의 휨-압축거동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

러나 전단거동의 경우 1축 수평 요소를 위한 다양한 이

력 모델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인장-

압축거동에 의하여 벽체 복부에 발생하는 대각 방향 콘

크리트 스트럿 작용과 사인장 균열 등에 의한 벽체 전

단거동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다.
7)

벽체의 전단거동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Kebeyasawa,
4)

Milev
6)
 등은 1축 수직 요소와 2축 면요소를 사용하는 거

시 모델을 제안하였다(Fig. 1(d)). 이들 방법은 기존 거시

모델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벽체의 전단거동을 보다 정

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1축 선요소와 2축 면요소

가 동시에 사용되므로, 1축 선요소만을 사용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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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모델에 비하여 수치해석이 어렵고 복잡하다. 또한

벽체 복부의 콘크리트 및 철근이 휨-압축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고려하기 어렵다.

Park and Eom
9)
은 트러스 모델(또는 스트럿-타이 모델)을

사용하여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탄성

거동을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

트러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2차원 면요소 대신

콘크리트 벽체 복부의 대각 균열 특성을 고려하여 대각

방향으로 배열된 1축의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를 사용하

였으며, 전단거동이 지배적인 벽체 및 연결보의 비탄성

주기거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를 적용하여 주기하중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벽체 및 연결보의 전단거동을 정

확히 예측하는 간편한 거시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

발한 거시 모델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단일벽, 병렬

벽, 인방보 시스템의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

하여 개발된 거시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2.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거시 모델

Fig. 2(a)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을 위한 거시 요소, 즉

LDLEM(longitudinal and diagonal line element model)을

보여준다. 제안된 LDLEM은 무차원의 무한강성 보와 길

이 방향 및 대각 방향의 1축 요소들로 구성된다. 상·하

부의 무한강성 보로 인하여 LDLEM은 Bernoulli의 평면

가정을 만족한다.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1축 요소는 벽

체의 휨-압축 거동을 나타낸다. 반면 대각 방향의 일축

요소는 횡력에 의한 전단거동을 나타낸다. LDLEM을 구

성하는 길이 방향 및 대각 방향 1축 요소들의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 방향 1축 요소는 철

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복합 요소이다. 철근과 콘크

리트는 각각 별도의 1축 요소로 모델링된다. 완전 부착

을 가정하여, 철근과 콘크리트 1축 요소에 동일한 크기

의 휨-압축 변형이 발생된다. 철근 및 콘크리트 길이 방

향 1축 요소의 단면적 Als와 Alc는 벽체 단면에서 각 1축

요소가 차지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기여 면적으로 정의

한다(Fig. 2(a)). 길이 방향 1축 요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벽체의 휨-압축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므

로 단면의 형태가 비정형인 경우 더 많은 길이 방향 1축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단거동을 나타내는

대각 방향의 1축 콘크리트 요소는 각도가 θc인 콘크리트

1축 요소로 모델링하며, 벽체 복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치한다(Fig. 2(a)).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각

콘크리트 요소의 각도 θc는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 각

도를 나타낸다. 대각 1축 콘크리트 요소의 단면적 Adc는

Fig. 1 Macro models for structural walls

Fig. 2 Longitudinal-and-diagonal-line-element-model (LDLEM) for reinforced concret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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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콘크리트 스트럿의 균열 직각 방향 단면적으로서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hw, bw =벽체 복부의 단면폭과 두께이다. 벽체

복부의 단면폭 hw는 Fig. 2(b)와 같이 두 방향의 휨모멘

트에 의하여 항상 인장을 받는 영역으로 정의되며, 벽체

단면의 전체 폭에서 단면해석으로 구한 두 방향 압축대

의 깊이를 제외한 길이이다. 

LDLEM 요소의 길이 방향 길이 lm은 벽체의 비선형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m이 지나치게 큰

경우 휨-압축거동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벽

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각도를 고려한 스트럿이 hw 안으

로 포함되도록, lm은 hwcotθc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소

성힌지와 같이 소성 변형이 집중되는 영역에서는 hwcotθc

보다 작은 l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의 X자형 대각 방향

콘크리트 1축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벽체 복부 전체에

서 균일한 응력 및 변형률 분포가 발생하며, 콘크리트

스트럿의 응력 및 변형률은 벽체 복부의 평균값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균일한 응력 및 변형률

분포는 순수 전단을 받는 전단패널에 적합한 것으로서,

실제 벽체 복부는 위치에 따라 응력 및 변형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응력 및 변형률의

영향은 Fig. 2(c)에 나타난 바와 같이 n쌍의 대각 콘크리

트 1축 요소들을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각 대

각 요소의 단면적은 Adc = (hwbwcosθc) / n을 적용하며, 대

각 요소간의 간격은 Sd = (hw − lmtanθc ) /(n − 1)로 산정된

다. 이 경우, 길이 방향 요소의 한계값으로 lm을 사용하

면 lm과 hw의 비율에 따라 스트럿의 간격이 매우 작아지

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hw 구간 내에 응력분포를 정확하

게 모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n쌍의 대각요소가 적용된

경우의 길이 방향 한계값( )은 hwcotθc보다 작아야하며,

= hwcotθc / n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비선형 해석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벽체의 복부에 별도의 대각 철근(단면적 Ads)이 θs의 각

도로 배치된 경우에는 단면적 Ads의 대각 방향 철근 요

소를 실제 철근이 배치된 위치에 θs의 각도로 배치한다. 

실제 건물에 사용되는 벽체의 단면 형태 및 배열은 복

잡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시

모델 해석을 위한 벽체 복부 단면 폭 hw를 결정할 수 있

다. 먼저 hw(< h, h =벽체의 단면 폭)를 가정하여 거시

요소의 대각 방향 콘크리트 요소를 결정하고, 구성된 벽

체 거시 모델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다. 만약 비

선형 해석 결과로부터 구한 벽체의 압축대가 가정한 hw의

외부에 존재한다면, 가정한 hw 및 비선형 해석 결과는

유효하다. 반면 벽체의 압축대가 가정한 hw의 내부에 존

재한다면, hw를 줄여서 다시 모델링한다.

벽체의 비선형 해석 결과는 대각 방향 콘크리트 1축

요소의 각도(또는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각도) θc의 영

향을 받는다. 벽체의 복부는 휨 및 전단에 의하여 2축의

응력 상태에 있으므로 정확한 사인장 균열각도 θc를 예

측하는 것은 어렵다. Oesterle et al.,
10)

 Vecchio and Collins,
11)

Benzs et al.
12)
의 연구에 따르면, 수직 및 수평 철근비에

따라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각(θc)은 일반적으로 35
o
~55

o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편한 해석을

위하여 θc = 45
o
를 사용한다. 정밀한 비선형 해석이 필요

한 경우 Vecchio and Collins,
11)

 Benzs et al.
12) 
등이 제안한

수정압축장이론(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을 사

용하여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각도 θc를 계산한다.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LDLEM 요소는 벽체 복

부에서 길이 방향 및 대각 방향 콘크리트 1축 요소(또는

스트럿)가 중첩된다. 그러나 벽체 복부의 길이 방향 콘

크리트 스트럿은 휨-압축 거동에 의하여 변형률이 인장

상태에 있으므로 벽체의 강도 및 강성에 기여하는 정도

가 크지 않다. 따라서 Fig. 2(a)와 같은 길이 방향 및 대

각 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이 중첩의 영향은 크지 않다.

횡방향 철근에 의한 인장력은 LDLEM 상하부의 강체

에 의하여 전달되므로, LDLEM에서는 수평 방향의 변형

률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므로 LDLEM은 벽체에 횡방

향 철근이 충분히 배치되어 주기거동 동안 횡방향 철근

이 인장항복하지 않는 벽체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

며, 횡방향 철근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아서 횡방향 철

근의 인장항복으로 인하여 벽체 웨브의 압축파괴가 조기

에 발생하는 벽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수

정압축장이론을 사용한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각도 θc

계산에 횡방향 철근비가 적용되어 LDLEM에 반영될 수

있다.

이 거시 모델을 범용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및 철근 1축 요소로 이루어진 각 LDLEM

거시 요소는 정적 자유도 응축(static condensation)을 사

용하여 4절점 8자유도(u1 − u4, v1 − v4, Fig. 2(a) 참조)의

사각형 요소로 단순화하여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재료 모델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LDLEM 거시 요소는 콘크리트

및 철근의 1축 요소들로 구성된다. 주기재하 시 반복적

인 인장-압축을 받는 철근과 콘크리트 1축 요소의 응력

-변형률 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Park and Eom
9)
의 간

략화된 주기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3은 반복적인 인장-압축을 받는 콘크리트 일축요

소의 응력-변형률 관계의 주기모델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압축 포락곡선(envelope curve), 인장 포

락곡선, 제하(unloading)/재하(reloading) 곡선 등 세 종류

의 곡선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주기 모델을 정의하였다.

인장 및 압축의 포락곡선은 다음과 같다.
7)

Adc hwbw θccos=

lm′

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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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거동

 

, 0 > εc ≥ εco (2a)

, εco > εc ≥ 4εco (2b)

인장거동

, 0 ≤ εc ≤ ε to (2c)

, εcr < ε to (2d)

여기서, σc, εc =콘크리트 요소의 응력 및 변형률, FTC =

TC 에서의 압축응력(= 0.075fcm, Fig. 3), fcm =유효 압축

강도, Ec =콘크리트 탄성계수, Esc =콘크리트 할선계수(=

fck / εco), fck =콘크리트 압축강도, εco = fck에 해당하는 압

축 변형률, εcu =콘크리트 최대 압축 변형률, ftm =유효

인장강도, εto =콘크리트 균열 변형률(= ft / Ec), ft =콘크

리트 인장강도(= 0.31  in MPa, Zhang and Hsu
13)

). 식

(2b)는 콘크리트 최대 압축강도 이후의 압축연화거동

(compression softening behavior)을 나타낸다.

길이 방향 콘크리트 요소는 fcm = fck이다. 벽체의 단부에

횡보강이 되어 있는 경우 횡보강 효과(confinement effect)

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및 파괴 변형률이

증가된다(Fig. 2(a) 참조). 따라서 횡보강된 콘크리트의 유

효 압축강도 fcm과 최대강도에 의한 압축 변형률 εco는

각각 fcc와 εcc를 사용한다. fcc와 εcc는 횡보강 효과로 인

하여 향상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Fig. 3(a)).

σc  fcm fTC–( ) 2
εc

εco

-------
εc

εco

-------⎝ ⎠
⎛ ⎞ 2

–⎝ ⎠
⎛ ⎞ fTC+=

σc fcm 1
εc/εco 1–

3
-----------------------⎝ ⎠

⎛ ⎞
2  

–⎝ ⎠
⎛ ⎞=

σc ftm

εc

εto

------⎝ ⎠
⎛ ⎞=

σc ftm

εto

εc

------⎝ ⎠
⎛ ⎞ 0.4

=

fck

Fig. 3 Cyclic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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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3b)

여기서, fcc =횡보강 효과로 인하여 증가된 콘크리트 최

대 압축강도, εcc =최대 압축강도에 대응하는 압축 변형

률, =유효구속응력(= kefl), fl =콘크리트 구속응력, ke =

구속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감소계수이다. 횡보강된 콘

크리트의 최대 변형률 εcu는 약 −0.012 ~ −0.04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안전측으로 εcu = −0.012를 사용

한다. Fig. 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보강된 콘크리트

의 압축거동은 식 (2a)와 (2b)에서 fcm = fcc, εco = εcc를 대입

하여 고려한다.
14)

벽체 복부의 대각 방향 콘크리트의 유효 압축강도 fcm

는 사인장 균열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10,11)

 이 연구

에서는 근사적으로 KBC 2009 및 ACI 318-08에 제시된

스트럿-타이 모델 설계를 위한 스트럿의 유효 압축강도

fcm = 0.85βs fck(βs = 0.6)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휨-압축에 의한 벽체 단면의 변형률 분포

는 선형이고 콘크리트의 균열응력은 매우 작으므로, 단

면 내의 비균열 인장 영역의 폭은 매우 작다. 반면

LDLEM 요소는 전체 단면의 콘크리트를 몇 개의 길이

방향 콘크리트 요소로 나타낸다.(Fig. 2(a) 참조) 따라서

길이 방향 콘크리트 요소의 유효 인장강도 ftm은 재료 인

장강도 ft의 1/3을 사용한다.
9)
 하지만 대각 방향의 콘크

리트 요소는 ftm = ft를 사용한다.

인장-압축의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제하(unloading)

/재하(reloading) 거동은 Mansour et al.
15)
의 방법을 수정하

여 제안하였다. Fig. 3은 각 주요점을 연결하는 인장 및 압

축의 포락곡선과 제하/재하 곡선을 보여준다. 각 주요점

에서의 응력 및 변형률 값은 Fig. 3(a)에 나타나 있다.

Fig. 3(b)와 (c)는 각각 최초의 비탄성 거동이 인장 변형

률과 압축 변형률에서 시작되는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 최초의 재하거동(first load cycle)

과 이후의 재하거동(subsequent load cycle)을 함께 나타

냈다. 최초의 재하거동시 콘크리트에 압축 손상이 발생되

면(Fig. 3(c)), 압축의 잔류 변형으로 인하여 압축 변형률에

서 콘크리트의 인장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압축손상이 있는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은 순인장 변형률

(εnc)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εnc = εc − εCD. εCD = 콘크

리트의 압축 잔류 변형률. 제하/재하 곡선 CB-CC-CD-TB-

TC-CE 내부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의 거동은 일정한 강

성 0.8Ec를 갖는 직선을 따라 제하 및 재하거동이 발생된다.

인장-압축의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요소의 응력-변형률

관계로 바우싱거 효과(Bauschinger effect)를 고려할 수 있

는 Belarbi and Hsu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16)

 

4. 검 증

이 장에서는 개발한 거시 모델을 이용한 비선형 해석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OpenSee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

동 특성이 다른 세장한 벽체, 낮은 벽체, 인방보가 있는

벽식 구조 등에 기존의 8개의 실험체에 제안된 방법을 적

용하였으며, Table 1에 실험체들의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

4.1 세장한 벽체

Fig. 4(a)는 Thomsen and Wallace
17)
이 실험한 RW2 및

TW2의 치수와 단면 형상을 보여준다. RW2 및 TW2은

각각 직사각형 및 T형 단면을 갖는다. 벽체의 높이와 단

면의 폭은 각각 l = 3,810 mm 및 h = 1,219 mm로서, 형상

비가 l / h = 3.13인 세장한 벽체이다. RW2 및 TW2에 각

각 N = 0.07Ag fck 및 0.075Ag fck의 압축력을 재하하며 횡

력을 반복 재하하였다(Ag =벽체의 총 단면적). 큰 형상

비와 주기거동 내내 일정하게 작용된 압축력으로 인하여

RW2 및 TW2 모두 휨지배 거동을 보였다. 콘크리트 압

축강도는 fck = 34.0 MPa(RW2) 및 41.7 MPa(TW2)이고,

철근의 항복응력은 fy = 414 MPa이다. 벽체의 배근상세는

참고문헌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17,18) 

Fig. 4(b)는 벽체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거시 모델을 보

여주는데, 총 5개 LDLEM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각

LDLEM 요소는 각각 8개의 길이 방향 철근과 콘크리트

1축 요소(L1 및 L2)를 사용하였고, 횡보강된 단부와 비

횡보강의 복부를 구분하였다. 전단거동을 나타내는 대각

콘크리트 요소(D)는 θc = 45
o
의 각도로 복부의 중앙에 배

치되었다. 각 1축 요소의 단면적 및 재료강도는 Fig. 4(b)

에 나타냈다. 단면 단부에는 횡보강 및 비횡보강 콘크리

K
fcc

fck

----- 2.254 1 7.94
fl′
fck

-----+ 2
fl′
fck

-----– 1.254–
⎝ ⎠
⎜ ⎟
⎛ ⎞

= =

εcc εco 1 5 K 1–( )+( )=

fl′

Table 1 Summaries of wall specimens for nonlinear analysis

Specimen Researcher Type Cross section
Aspect ratio

(height/length)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ck (MPa)

Axial compression 

ratio P / (Ag fck)

RW2

TW2

Thomsen and

Wallace 1996

Slender isolated

wall

Rectangular

T-shaped

3.00

3.00

34.0

41.7

0.10

0.10

MSW2

MSW3
Salonikios et al.

Low-rise isolated

wall

Rectangular

Rectangular

1.50

1.50

26.2

24.1

0.00

0.07

W1

W2

Sittipunt and Wood 

2000

Low-rise isolated

wall

Barbell-type

Barbell-type

1.43

1.43

36.6

35.8

0.00

0.00

RCSW

RCSW-B
Lee, S. H. et al.

Coupled wall with

lintel

T-shaped

T-shaped

2.32

2.32

23.3

23.5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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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동일한 위치에 혼재하므로, 각각 별개의 콘크리트

1축 요소로 모델링하여 각각 횡보강 및 비횡보강 재료

모델을 적용하였다(Aloc 및 Alc, Fig. 4(b) 참조). 대각 방

향 1축 요소의 단면적은 실제 재료강도를 적용한 단면 해

석으로부터 계산된 복부 폭 hw = 1019 (RW2) 및 889 mm

(TW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식 (1) 참조).

Fig. 4(c)는 제안된 거시 모델 및 실험으로 구한 RW2

및 TW2의 하중-변위각 관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제안

된 거시 모델은 벽체의 초기 강성, 하중 재하 능력, 반

복 재하에 의한 제하·재하 거동, 이력 에너지 소산양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RW2 및 TW2는 휨

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벽체로서 압축력에 의한 핀칭이

발생하였는데,
18)

 제안된 거시 모델의 비선형 해석은 이

러한 주기거동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또한 T형 단면을

갖는 TW2에 대한 해석 결과, 부방향의 1.8% 변위각에

서 압축을 받는 벽체 단부에서 콘크리트 압축 연화 거

동 및 휨압괴가 발생하여 벽체의 하중 재하 능력이 저

하되었다. 이는 실험에서 관찰된 파괴 양상과 잘 일치한

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제안된 거시 모델이 휨거동이

지배적인 세장한 벽체의 주기거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

고 있음을 가리킨다.

4.2 낮은 벽체

Figs. 5와 6은 형상비가 1.5 이하인 낮은 벽체(low-rise

wall)에 대한 비선형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벽체에

서는 반복 재하 시 전단 변형에 의하여 하중-변위 관계

에서 핀칭이 관찰되었다. Fig. 5(a)는 Salonikios et al.
20)
이

실험한 MSW2과 MSW3의 형상 및 단면을 보여준다. 두

벽체 모두 형상비는 1.5이고, 양단부에 횡보강된 직사각

형 단면이 사용되었다. MSW2에는 횡력만 반복 재하된

반면, MSW3에는 횡력과 함께 N = 0.07Ag fck(210 kN)의

압축력이 실험 내내 재하되었다. Fig. 6(a)는 Sittipunt et

al.
21)
가 실험한 W1과 W2의 형상 및 단면을 보여준다(형

상비 1.43). 두 벽체 모두 양단부에 경계기둥을 갖는 바

벨형상의 단면이 사용되었고, 경계기둥에는 횡보강 상세

가 적용되었다. W2는 W1에 비하여 복부에 1.4배 많은

길이 방향 철근이 배근되었다. 하중 조건으로 횡력만 반

복 재하되었다. MSW2, MSW3, W1, W2의 자세한 배근

상세 및 재료강도는 [참고문헌 20 및 21]에 나타나 있다.

Figs. 5(b)와 6(b)는 각각 MSW2, MSW3와 W1, W2

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거시 모델을 보여주는데, 낮은 벽

체이므로 4개의 LDLEM 요소를 사용하였다. 휨-압축 거

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LDLEM 요소마다 MSW2, MSW3

는 17개, W1, W2는 13개의 길이 방향 철근과 콘크리트

1축 요소를 사용하였고, 횡보강된 단부와 비횡보강의 복

부를 구분하여 모델링하였다. 반복 재하 실험 중 전단

변형이 관찰되었으므로, 복부의 전단응력 흐름을 정확하

게 고려하기 위하여 각 LDLEM 요소마다 2쌍의 대각 콘

크리트 요소를 사용하였다(θc = 45
o
). 각 길이 방향 및 대

각 방향 1축 요소들의 단면적 및 재료강도는 Figs. 5(b)

및 6(b)에 간단하게 나타냈다.

Fig. 4 Slender walls tested by Thomsen and Wallace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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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c)는 실험 및 해석에 의한 MSW2 및 MSW3의

하중-변위비 관계를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제안된 거시

모델은 주기거동에 의한 강성, 강도, 에너지 소산의 변

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횡력만이 작용된

Fig. 5 Low-rise walls tested by Salonikios et al.
20)

Fig. 6 Low-rise walls tested by Sittipunt and Woo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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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W2는 주기거동 동안 전단 변형이 크게 발생되어 핀

칭이 심하고 에너지소산능력이 저하된 거동 특성을 보

였다. 반면 MSW3는 주기거동 내내 작용된 압축력(N =

0.07Ag fck)에 의하여 벽체 복부의 사인장 균열이 억제되

므로 전단 변형에 의한 핀칭이 거의 없는 하중-변위비 관

계를 보였다. 제안된 거시 모델은 위와 같은 압축력에 따

른 낮은 벽체의 주기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해석

및 실험에 의한 주기 곡선에서 벽체에 휨항복이 발생한

이후 비탄성 변위각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강도 저

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휨-압축 거동을 나타내는 길이

방향 콘크리트 요소의 압축 연화 거동 및 휨압괴에 의하

여 발생되었다. 벽체에 압축력이 작용된 MSW3에서 이러

한 하중 재하 능력의 저하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Fig. 6(c)는 W1 및 W2의 하중-변위비 관계를 비교하

여 보여주는데, 제안된 거시 모델은 전단 변형으로 심한

핀칭을 보이는 주기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비선형

해석에 의한 주기 곡선에서 벽체에 휨항복이 발생한 이

후의 1.5%의 비탄성 변위비에서 휨-압축 거동을 나타내

는 길이 방향 콘크리트 요소의 압축연화 거동에 의한 벽

체의 강도 저하가 관찰되었다.

4.3 병렬벽 구조

제안된 거시 모델을 사용하여 개구부가 포함된 부분 벽

식 구조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실험체

RCSW 및 RCSW-B는 전단벽과 벽기둥이 슬래브 또는 인

방보로 연결된 병렬벽 구조로서, 실험 연구는 인방보 유

무에 따른 부분 벽식 구조의 내진 성능 및 비탄성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상호 등
21)
에 의하여 수행되었

다. Fig. 7은 2층 실험체의 형상, 치수, 배근상세 보여준

다. 좌측 전단벽과 우측 벽기둥으로 사용된 T형 단면 폭

은 각각 h = 1,578 mm 및 252 mm이고, 전단벽과 벽기둥

사이에 폭 612 mm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RCSW는

전단벽과 벽기둥이 단면 두께 90 mm의 슬래브(Fig. 7(c))

로 연결되었고, 반면 RCSW-B는 단면 폭이 300 mm인 T

형 인방보(슬래브 포함, Fig. 7(d))로 연결되었다. 콘크리

트 압축강도는 fck = 23 MPa이다. 벽체에 사용된 HD10 및

HD6의 항복응력은 각각 fy = 553 MPa 및 340 MPa이다.

전단벽과 벽기둥의 수직 철근비는 각각 1.74%와 1.13%

이며, 수평 철근비는 0.16%이다(Fig. 7 참조). 재하는 벽

체의 상부에서 횡력만 반복 재하 되었다. 

Fig. 8은 RCSW 및 RCSW-B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거

시 요소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좌측의 전단벽과 우측의

벽기둥은 각각 5개 및 9개의 LDLEM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하지만 전단벽과 벽기둥에 사용된 LDLEM

요소는 단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각 10개 및 4개의 길

이 방향 1축 요소를 사용하였다. 전단거동을 나타내는 대

각 방향 1축 요소는 1쌍을 사용하였다(θc = 45°). 전단벽

과 벽기둥을 잇는 슬래브(RCSW)와 T형 인방보(RCSW-

B)는 OpenSees의 파이버 모델(fiber model)을 사용하여 Fig. 8

과 같이 LDLEM 요소의 무한강성 보에 모멘트 접합으

로 연결하였다. OpenSees의 파이버 모델에 직접 슬래브

및 T형 인방보의 단면 특성을 직접 입력하여, 전단벽과

벽기둥을 연결하는 부재에 따른 거동의 차이가 비선형

해석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RCSW 및 RCSW-B의 비선형 해석 결과는 각각 Fig. 9(a)

와 (b)에 나타냈다. 제안된 거시 모델은 전단 변형에 의

하여 핀칭이 수반되는 부분 벽식 구조 실험체의 비선형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전단벽과 벽기둥이 슬래브

와 인방보로 연결된 부분 벽식 구조는 커플링 효과에 의

Fig. 7 Dimensions and details of wall sub-assemblages tested by Lee et al.
22)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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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일 벽체에 비하여 하중 재하 능력이 크게 증가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거시 모델은 이러한 슬래브

및 인방보에 의한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 벽식 구

조 실험체의 최대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인방보

가 있는 RCSW-B의 경우, 부재각 1%이내에서 인방보에

의한 전단력의 증가로 좌측 전단벽의 압축측 단부에 휨

압괴에 의한 콘크리트 탈락현상(Fig. 10(b)의 A)이 발생

하였다. 제안된 거시 모델을 사용한 비선형 해석 결과에

서도 콘크리트 압축연화 거동 및 휨압괴에 의한 강도 저

하를 관찰할 수 있었다.

5. 요약 및 결론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형상비, 배근상

세, 재하 조건 등에 따라 복잡한 비선형 거동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벽체의 휨-압축 거동과 전단거동을 간편

하게 고려할 수 있는 거시 요소를 이용한 비선형 해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2차원 부재인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휨-압축 거동은 벽체 단면을 직접 분할하여 정의되는 길

이 방향 1축 요소로 이상화하고, 전단거동을 벽체 복부

의 사인장 균열을 고려하여 정의되는 대각 방향 1축 요

소로 이상화한다. 1축 요소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

되고, 비선형 재료 모델로서 1축 상태에서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주기거동 모델을 사용한다. 이

와 같이 제안된 거시 해석 방법은 2축 상태의 벽체 거

동을 상대적으로 간편한 1축 거동을 고려하므로, 수치

해석이 간편하고 안정적이다.

Fig. 9 Measured vs. predicted load-displacement responses for RC wall sub-assemblages

Fig. 8 Details of analysis model for RC wall sub-assemblage

Table 2 Comparison of LDLEM predictions and test results

Specimen
Strength (kN) Energy dissipation (kN-m)

Pred. Exp. Ratio Pred. Exp. Ratio

RW2

TW2

148.5

380.5

160

373

0.93

1.02

68.2

133.2

69.2

131.5

0.98

1.01

MSW2

MSW3

115.3

178.6

127

177

0.91

1.01

38.8

45.9

40.2

54.9

0.97

0.83

W1

W2

476.0

563.3

609

450

0.93

0.98

108.7

81.5

100.4

75.4

1.08

1.08

RCSW

RCSW-B

441.1

523.0

450

538

0.98

0.97

146.9

171.5

112.1

159.8

1.30

1.07

m = 0.96, σ = 0.03 m = 1.04, σ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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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주기하중을 받

는 철근콘크리트 단일벽 및 병렬벽의 비선형 해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은 휨-압축 거동이 지배

적인 세장한 벽체와 전단거동이 지배적인 낮은 벽체의

주기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벽체 소성힌지에서 발

생되는 단부 압축대 콘크리트의 압축연화 거동과 벽체

복부 콘크리트의 사인장 균열에 의한 전단 변형을 비교

적 정확히 예측하였다. 또한 전단벽과 벽기둥이 슬래브

및 인방보로 연결된 부분 벽식 구조에 적용한 결과, 연

결부재의 커플링 효과를 고려한 부분 벽식 구조의 최대

강도와 핀칭을 수반하는 주기 곡선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실제 비선형 해석에서는 각 거시 요소를 구성하는 1축

요소들의 거동은 정적 자유도 응축을 통하여 거시 요소

의 8개 자유도로 간략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단벽 및

코어벽이 사용된 건물의 비선형 정적 해석을 위한 범용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

후 비선형 동적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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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형상비, 배근상세, 재하 조건 등에 따라 복잡한 비탄성 거동을 보인

다. 이 연구에서는 벽체의 휨-압축 거동과 전단거동을 간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거시 요소를 이용한 비선형 해석 방법

을 개발하였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휨-압축 거동 및 전단거동은 각각 길이 방향 및 대각 방향 1축 요소로 이상화된다. 1

축 요소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되고, 비선형 재료 모델로서 1축 상태에서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주

기거동 모델을 사용한다. 검증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단일벽 및 병렬벽의 비

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방법은 휨-압축 거동이 지배적인 세장한 벽체와 전단거동이 지배적인 낮은 벽

체의 주기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제안된 거시 해석 모델은 모델링이 편리하고 수치해석의 안정성이 우수하므로,

전단벽 및 코어벽이 사용된 건물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범용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비선형 해석, LDLEM, 거시 모델, 반복 하중, 전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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