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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설 끼움 단벽  철골가새를 활용한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Seismic Retrofit of an Existing School Building using CIP-Infilled Shear 

Walls and Steel B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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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seismic performance and retrofit of a typical reinforced building (R/C) 

school buildings contructed in the 1980s. The procedure is derived from the Japanese Standard for Evaluation of Seismic 
Capacity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nd Nonlinear Static Procedure (NSP) specified in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356). In this study, the Japanese Standard was applied for evaluating the additionally required 
seismic performance in the existing school building. Cast-in-place (CIP) reinforced concrete infill walls and steel braces were 
used to seismically retrofit the existing school building located in the region of Hongsung in Chungnam. In the pushover 
analysis, i.e NSP, the hinge properties of columns, beams, infill walls and steel braces were carefully calibrated based on the 
existing experiment results in the available literatures. The predicted seismic performance for the retrofitted building was 
compared to that for the virgin building. Based on the seismic evaluation with the Japanese Standard and the FEMA 356 
criteria, the addition of CIP reinforced concrete infill walls and steel braces have superior constructablility and can improve 
effectively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existing school buildings constructed in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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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 으로 지진 발생 빈도  규모가 증가함1)

에 따라 국내에서도 내진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 이외에 기존 건축물에 한 내진성능평

가기법  내진보강기술에 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

   * 정회원, 계룡건설(주) 건축본부장, 충남  박사수료

  ** 정회원, 충남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주)동양구조엔지니어링 표, 공박, 건축구조기술사 

**** 정회원, 충남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건축구조기술사

     교신 자 (wiseroad@cnu.ac.kr)

  본 연구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

인력양성사업(NRF-2012-0351)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이고, 

이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비를 받

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정이다. 국내에서는 1988년 7월 건축법에 내진설계 련 조

항이 처음으로 명문화되며 건축물의 설계시 지진방재에 

한 고려가 시작되었다. 그 이 에 설계된 건축물은1)비

내진설계  노후화로 인하여 지진 발생시 큰 인명  재

산피해를 래할 수 있다. 이러한 험성은 최근 국의 

쓰촨성 지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건물에 해서도 

외가 아니다. 국 쓰촨성 지진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는 학교시설에 한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 우선도 

에 한 수 조사2)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

면 행 설계 지진하 의 작용시 85%이상의 교사동 건물

1) 기상청에 의해 최근까지 집계된 지진발생 황을 보면 국내의 

경우 1980년 이후부터 재까지 지진발생횟수가 75%이상 증가

하 으며, 국외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규모 6이상의 지진 발

생량이 3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따른 인명  재산피

해 한 증하고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 http://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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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상 학교 건물 1층 구조 평면도 (단 : mm)

은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린스쿨(Green school)사업과 연계

하여 기존 학교건물에 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우선 기존 학교건물의 내진보강을 해서는 소요 

내진성능, 보유내진성능, 내진 보강량 산정 방법 등의 정

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행 건축구조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설계 조항은 신축건물의 설계를 하여2)요구되

는 내용으로 기존 건물의 보유 내진성능 평가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가이드라인’3)과 내진성능평가  요소 내진 보강량의 정량

 평가가 가능한 ‘일본의 내진진단기 ’4)을 용하여 

1980년도 건축된 기존 학교 건물에 한 내진성능을 두 

기 에 의해 정량 으로 평가하 다. 한 일본 기 을 근

거로 소요 내진 보강량을 산정하 으며 내진보강/  후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 다. 한 일본 내진진단결과와 비선

형 정 해석(Pushover)결과를 비교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침으로써 내진성능평가의 성을 평가하고 정량 인 내

진성능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내진보강 설

계 결과를 근거로 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끼움 단벽과 

철골가새를 활용하여 기존 학교건물에 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문제  등을 제시하 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진규정이 수립되기 이 인 1980년  

신축  증축된 충남지역 ○○고등학교 교사동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재 국내 기존 학교 구조물의 내진성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우선도 수조사 학교별 

황,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 가이

드라인,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財)日本建築防災協会, “既存コソクリート造建築物の耐震診断

基凖․付解説”, 新洋社, 東京, pp. 1～140, 1990

5) 국내에 존하는 건축물에 해 일본의 내진진단법을 통해 내

진성능을 평가할 경우 내진진단지표(IS)가 0.4 이상을 가질 경

우 지진에 해 안 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이강석, 일본 

․ 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방법 소개  국

내건물 용사례, 한건축학회지 건축, 52권 10호, pp. 53-61, 

2008.08).

능평가 방법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  하 연구된 ‘학교

시설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이 있으

나, 이는 내진성능 평가는 가능하지만 구체 인 보강량 산

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내진

진단 방법과 일본의 내진진단법을 함께 활용하여 기존 학

교 건물의 보유내진성능을 평가하 다. 내진진단법에서 평

가된 상 건물이 소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조내진지표 IS〈0.4)5), 지진발생시 취약한 건축물로 

정하고 층별 소요 단력을 산정하여 보강방안을 수립하

다. 한 보강 치를 결정함에 있어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구조 으로 취약한 부재  치를 검토하 으며, 보

강후의 건축물에 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일본 내진진단

을 통한 보강 /후의 내진성능변화를 평가하 다. 한편 

연구 상 학교 건물에 하여 FEMA 35610)에서 제안하

고 있는 비교  간편한 내진성능 평가 기법으로 알려진 

비선형 정 해석 결과와 일본 내진진단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2. 상 학교 건물 개요

본 연구 상 학교 건물의 평면과 외 은 그림 1  2

와 같고 기둥 단면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건

물은 내진설계규정이 제정되기 이 에 설계된 철근콘크리

트 라멘구조의 교실용도로 건축된 학교 건물이며 기둥  

큰 보 등 주요구조부재는 비내진 상세를 갖는다. 

용도 치 공연도 구조 연면 높이 규모

교육  

연구시설

충청

남도
1980년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5.718㎡ 11.7m 지상 3층

표 1. 상 학교건축물 개요

출처) (주)동양구조엔지니어링

그림 2. 연구 상 학교 건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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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둥․보로 구획된 골조 내에 철골가새를 증설

그림 5. 철골 이스의 증설

주) 기둥․보로 구획된 골조 내에 새로운 벽을 증설

그림 4. 장타설 끼움 단벽의 증설

표 2. 보 단면 리스트 (단 , mm)

양단= 앙 양단= 앙 양단= 앙
양단     앙

G1,G2 G3 G4 G5

양단= 앙 양단    앙 양단= 앙 양단= 앙

G6 G7 G8 G9

표 3. 기둥 단면 특성 (단 , mm)

기둥 단면(B×H) 피복 상부근 하부근 스터럽

C1 400×600 5 4-D19 4-D19 2-D10@300

C2 400×500 5 3-D19 3-D19 2-D10@300

C2A 400×500 5 2-D19 2-D19 2-D10@300

C3 450×400 5 3-D19 3-D19 2-D10@300

C3A 450×400 5 2-D19 2-D19 2-D10@300

C4 500×400 5 4-D19 3-D19 2-D10@300

2. 상 학교 건물 개요

본 연구 상 건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설계기 강도는 

18MPa이고 철근항복강도는 240 MPa이며, 층고 3.9m, 슬

래  두께 150mm의 편복도형 평면구조이다. 실제 본 

상 건물은 신축이음에 의해 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축이음에 의해 연결될 경우 2개동은 서로 다른3)구조체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 다. 표 2  3은 상 건물의 보  

기둥 단면 상세를 나타내었다.

3. 기존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공법

기존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에 따라 용될 수 있

는 내진보강공법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6)
. 일반

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향상시키는 강도 증진형 보강, 변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성 증진형 보강이 있으며, 강도 증진

형과 연성 증진형을 병행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건물의 지진하 에 한 강도증

진에 유효하고 비교  시공이 간편한 장 타설 끼움 단

벽  철골 가새를 증설하는 내진보강공법을 용하 다.

6) 이원호,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보강, 

한건축학회지 건축, 48권 8호, pp.63-76, 2004.08 

그림 3. 기존 건물의 내진 보강공법의 종류

3.1 현장 타설 끼움 전단벽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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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골조사이에 벽을 증설하는 방법은 건물의 수평내

력을 상승시키기에 가장 합한 보강법으로 소량의 벽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강효과가 기 된다. 본 연

구에서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둥․보로 구획된 

골조 내에 새로운 벽을 증설하여 보강하는 공법을 계획하

다. 단벽의 설계는 일본 내진진단결과에 의해 부족한 

보강량을 산정하여 그와 상응하도록 설계하 으며, 이를 

통해 기존 골조 구면에 큰 단력을 부여시키고자 하 다.

3.2 철골가새의 증설

철골 이스를 설치하는 공법은 기존 골조 내에 철골

가새를 설치하여 건물의 내진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골조와 철골가새는 긴 히 합되어 수평력

을 원활하게 달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진보강공법에서는 

그림 5와 같이 기둥․보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합부에 

거푸집을 설치후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 하여 합된다. 

4. 내진성능평가

4.1 국내·외 내진진단법의 개요

국내의 학교 구조물 내진성능 평가 방법은 건물의 보유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진피해도와 내진성능 평가 수로 

표 이 가능한 방법이다. 최종 내진성능평가 수에 의하

여 등 과 성능 수 이 결정되며 그에 따른 조치의 방법

이 정립되어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법은 소요 내진 보강량 

산정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문제 이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의 내진진단법은 내진성능을 단계별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소요 보강량 산정이 가능하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내진진단법은 기존 ․ 층4)철근콘크리트 건

물의 내진성능을 약산 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국내에서

는 이강석 등
5),7)

등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국내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차진단법을 용하여 보유성능 기본지표(EO)와 형상지표

(SD)  경년지표(T)의 곱으로 산출되는 상 건축물의 

구조내진지표(IS)를 평가한다. 국내의 설계지진하   구

조부재의 배근상세 등이 일본과 상이함으로 기존 구조물

의 보유내진성능, 즉 IS지표에 따른 상 지진피해 규모를 

일본내진진단법에서 제시하는 결과를 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강석의 연구7)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내 

7) 이강석, 최호, 이원호, 존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성능 평

가  지진피해율의 상정, 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1호, 

pp.11-20, 200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배근상세  설계지진하  규모 

등을 반 하여 제안된 IS지표와 상지진피해 규모의 계

를 용하여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강석의 연구에 따르면 IS지표가 0.4이상을 만족할 경우 

규모 지진피해를 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보유

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내진

진단법을 근거로 연구 상 건물에 한 내진성능을 평가

하여 IS지표가 0.4미만인 경우 IS지표가 0.4이상을 확보하

도록 내진 보강 설계하 다. 

4.2 내진성능평가 결과

상 건물에 한 국내 학교건물 내진진단 결과 최종 

지진피해도는 ‘ 규모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되었으며, 내진성능평가 수 139 , 내진등  B등 으

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으로 ‘목표성능에 하여 

내진보수/보강에 의하여 기능 수행조치’로 평가되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 건축물에 한 2차진단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변방향의 3층을 제외하고  층에서 IS지표가 0.4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층에 

하여 IS지표가 0.4 이상을 확보하도록 각 층에 한 내

진 보강량을 산출하 다. 한 보강 치를 선정하기 하

여 연구 상 학교 건물에 해 다음 에서 기술할 비선

형 정 해석을 실시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지진

하 의 작용시 취약한 부재가 집 된 치를 상으로 그

림 6과 같이 보강 부 를 결정하 다. 해당 부 에 하여 

술한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공법  장타설 단벽  

철골가새를 용하여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 으며, 내진

보강 설계후 상 학교 건물에 하여 일본내진진단법을 

활용한 2차 진단을 재실시하 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

은 내진보강량을 장타설 단벽과 철골 가새를 그림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치하여 내진보강 계획하 다. 이때 

기존 학교 건물의 사용성을 반 하여 교실부분은 개방감

을 주는 철골가새, 비교  단기간 활용되는 실습실은 장

타설 단벽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그림 6과 같은 내진보강 계획 수립후, 해당 건물에 한 

내진성능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변방향  단

변방향  층에 해 IS지표가 0.4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수립된 내진보강 설계안은 연구 

상 학교 건물에 한 소정의 내진성능을 부여하는데 

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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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 건물의 보강  2차진단 결과

층
강성지표

C

연성지표

F

기본지표

EO

형상지표

SD

경년지표

T

구조내진지표

IS

필요보강량

ΔQu(kN)

장변

3 0.45 1.00 0.30 1.00 1.00 0.30 1,104 

2 0.26 1.00 0.21 1.00 1.00 0.21  4,307 

1 0.20 1.00 0.20 1.00 1.00 0.20 6,729 

단변

3 0.59 1.00 0.40 1.00 1.00 0.40 -

2 0.36 1.00 0.29 1.00 1.00 0.29 2,512 

1 0.28 1.00 0.28 1.00 1.00 0.28 4,037 

표 5. 상 건물의 보강 후 2차진단 결과

층
강성지표

C

연성지표

F

기본지표

EO

형상지표

SD

경년지표

T

구조내진지표

IS

필요보강량

ΔQu(kN)

장변

3 1.18 1.00 0.79 1.00 1.00 0.79 -

2 0.76 1.00 0.61 1.00 1.00 0.61 -

1 0.53 1.00 0.53 1.00 1.00 0.53 -

단변

3 0.68 1.00 0.46 0.90 1.00 0.46 -

2 0.65 1.00 0.52 1.00 1.00 0.52 -

1 0.43 1.00 0.43 1.00 1.00 0.43 -

*IS=EO×SD×T

그림 6. 보강 치 선정

5. 비선형 정 해석 (Pushover analysis)

비선형 정 해석은 재료의 인성과 구조물의 부정정성을 

해석에 반 함으로써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해석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써 내진설계에 많이 활용되는 해

석방법이다.5)본 연구에서 상 학교 건물의 구조해석  

비선형 정 해석을 수행하기 해 사용한 로그램은 

MIDAS/GEN Ver.785이며 조 벽체  슬래 의 향을 

무시하고 연구 상 학교 건물을 3차원으로 이상화하여 

나타내었다. 설계  해석은 상 학교 건물에 한 지진

8) 설계응답스펙트럼에 해 지진지역 1, 지역계수(S)=0.22, 지반

종류는 단단한 토사지반(SD)을 용하 다( 한건축학회, 국

토해양부 고시 건축구조기 , 한건축학회, 2009).

9)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MIDAS/GEN 

의 비선형 정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연 성을 갖도록 소성

힌지에 해 항복 의 경우 1.0→2.55, 극한 의 경우 1.25→2.8

로 계수를 정의함(류승 , 윤 도, 김선우, 이강석, 김용철, 국

내 기존 학교건축물의 내진보강 후 비선형 거동특성, 구조물진

단학회논문집, 15권 1호, pp.243-253, 2011.01).

의 향을 고려하기 해 KBC 2009를 기 으로 한 설계

응답스펙트럼
8)
을 생성하 으며 철근콘크리트 각 부재의 

소성특성(Spring property)은 윤 도9)의 연구결과를 용

하 다.

5.1 내력 및 한계상태의 비교

그림 7은 연구 상 건물에 한 보강 /후 면 단

력-변 계를 장변  단변 방향에 해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7(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변 방향

에 해서는 기존 건물에 비해 내진 보강된 건물의 항복 

 최 내력이 약 60% 증가하 다. 한 그림 7(b)의 단

변 방향의 경우 장변 방향과 마찬가지로 최 내력  최

내력 시 지붕층 변 가 약 60%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내진 보강 후 장변방향에 해 최 내력 시 지붕층 변

가 0.09m 인데 반해 단변방향의 경우 0.06m로 비교  

은 변 6)를 보 으며 최 하  이후에서 비교  취성  

10) FEMA 356은 IO(immediate occupation), LS(lif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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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변방향 (a) 보강 (장변방향) (b) 보강 후(장변방향)

(b) 단변방향 (c) 보강 (단변방향) (d) 보강 후(단변방향)

그림 7. 면 단력-변 계 그림 8. 상 학교 건물의 성능곡선

그림 9. 보강 -후의 층간변  비교

거동특성을 보 다. 이는 동일한 횡하 에 해 단변방향

이 장변방향에 비해 은 경간 수로 인해 지지할 수 있는 

부재가 상 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변 감소는 그림 9의 층간변  비교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강 /후 상 건축물의 층간변 를 비교한 결과 

보강 의 건축물은 KBC2009에서 제한하고 있는 허용층

간변 를 만족하지 못한 반면, 보강 후 동일한 하 에서 

층간변 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그림 7에 FEMA 35610) 규 의 층간변 한계를 

함께 나타낸 결과, 장변  단변방향 모두 보강에 따라 즉

시거주(IO)  인명안 (LS) 뿐 아니라 국내의 내진성능

목표이자 붕괴방지(CP)수 의 변   면 단력이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상 학교 

건축물에 내진벽  이스로 보강할 경우 구조물의 

내력 뿐 아니라 연성 한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5.2 능력스펙트럼 해석7)

CP(collapse prevention)의 부재의 변형거동에 따른 단계 규

을 제시하며, 각 IO, LS  CP의 양 한계지표로 나타내고 

있다(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restandard 

and Commentary for the Seismic Rehabilitation of Buildings 

Prepared by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FEMA 

356, Washington, 2000).

11) Applied Technology Council, Seismic evaluation and retrofit 

of concrete buildings, ATC 40, vol.1, 1996

능력스펙트럼법은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얻어진 상 

건축물의 면 단력  지붕층 변 의 계를 가속도-

변  응답 형태의 능력스펙트럼으로 나타낸 후, 요구스펙

트럼과의 교 을 찾아 상 건축물의 성능수 을 평가하

는 해석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TC-4011)에서 제시하는 B

법(Procedure-B)에 의하여 성능 을 산정하 으며, 요구스

펙트럼에 해서는 KBC2009의 설계스펙트럼을 용하

다. 상 건축물의 보강 /후  장․단변에 한 능력스

펙트럼 해석 결과는 그림 8  표 6에 나타내었다. 보강을 

실시함에 따라 장변방향의 경우 건축물의 강성이 증가하

여 동일한 요구스펙트럼에 해 탄성거동을 보 다. 한 

단변방향에 해서는 보강 후 성능 에서의 스펙트럼 가

속도  변 가 약 5% 감소함에 따라, 장변방향과 마찬가

지로 동일한 요구스펙트럼에 해 은 가속도  변 만

으로도 요구능력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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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 커   취핑작업을 

통한 표면정리

a) 앵커홀 천공 후 철근앵커삽입

b) 앵커홀 천공후 철근앵커 삽입 

 배근철근 고정

b) 가셋 이트- 이스 순서로 

설치

c) 타설 두께만큼 거푸집 설치 후 

타설

c) 이스와 골조간 상세

d) 보강요소와 골조사이의 

합부를 모르타르로 충

d) 보강요소와 골조사이의 

합부를 모르타르로 충

그림 11. 단벽 시공과정 그림 12. 철골 이스 시공과정 

그림 13. 상 학교 건물의 완공 후 모습

V

(kN)

D

(m)

Sa

(g)

Sd

(m)

Teff

(sec)

Deff

(%)

보강 장변 8,525 0.038 0.359 0.030 0.584 13.5

단변 6,268 0.023 0.508 0.034 0.518 5.6

보강

후

장변 Elastic Elastic Elastic Elastic 0.393 5.0

단변 11,030 0.026 0.482 0.022 0.427 6.7

주) V : 면 단력, D : 변 , Sa : 스펙트럼 가속도, 

Sd : 스펙트럼변 , Teff : 유효감쇠비가 용된 주기, 

Deff : 유효감쇠율

표 6. 능력스펙트럼 해석 결과

5.3 소성힌지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산정된 성능 에서의 내진보강 

/후에 따른 연구 상 학교건물의 소성 힌지수를 비교하

여 그림 10과 표 7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상 

학교 건물에 한 끼움 단벽  철골가새에 의한 내진

보강시 성능 에서의 소성힌지는 장변방향에서 약 92%, 

단변방향에서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보강 b) 보강 후

그림 10. 보강 /후의 성능 에서의 소성힌지

표 7. 성능 에서의 소성힌지 발생 결과

소성힌지 발생 개소 소성힌지 감소율 (%)

보강
장변방향 175 -

단변방향 33 -

보강후
장변방향 13 92.57

단변방향 14 57.58

6. 상 건축물의 내진보강

6.1 보강공사 

4  5 의 일본내진진단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보강효과가 검증된 장 타설 끼움 단벽  철골가새 

내진보강요소를 연구 상 건축물에 설치하 다. 이러한 내

진 요소의 보강시공과정을 각각 그림 11∼13에 나타내었

다. 체 공사기간은 약 40일정도로 각 공사는 주로 수업

이 없는 방학기간에 진행되었다. 철골가새의 경우 철골가

새 학교의 특성상 시공용 장비 진입/운 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 철골가새와 기존 골조 합부 부분의 무수축 

모르터 주입 공정에서 주입과정이 시각  확인이 안되며, 

무수축 모르터 주입구 막음 작업이 난해하여 일부 유실량

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었다. 장 타설 끼움 단벽의 

경우 단벽 철근의 정착을 한 홀을 기존 구조체에 천

공한 후 정착철근을 매립후 벽체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 

설치와 타설 순으로 시공되었다. 철골가새와 기존 구조체

의 합부, 장 타설 끼움 단벽의 상부면과 기존 구조

체의 합부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기존 구조체

와 일체화 하 다. 그림 13에 상 학교 건축물의 내진 보

강공사 완료 후 모습을 나타내었다.

6.2 보강공사 중 고려사항

상 학교 건축물에 한 보강 시공을 통해 보강 시공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여러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로, 

1980년  건설된 건축물들은 골조에 한 시공오차가 크

므로 규격품의 보강재를 시공할 경우 추가 공정  공사

비용이 증 할 수 있으므로 골조 규격에 한 정확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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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필요하다. 둘째로, 학교별로 치나 지반조건 등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내진보강공법 선정 시 보강요소 반입 

 양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후속 공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양공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시간이 정해져있는 학교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

므로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한 공정을 계획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정부에서 배부한 표 설계도서

에 하여 시공되고 설계시 지진하 이 반 되지 않은 철

근콘크리트구조의 학교 건축물에 하여 보강 /후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일본의 내진진단법  비선형 정

해석법을 용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내 학교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통한 내진 

진단 결과 지진 발생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상되었으며, 목표성능에 하여 내진 보

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2) 일본내진진단법의 2차 진단을 실시하여 상 학교건

축물의 보강 /후의 보유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보강 의 건축물은 단변방향의 3층을 제외하고는  

층에서 소요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한, 용된 진단법에 의해 산정된 

기존 건물의 소요 내진보강량에 해 장 타설 

단벽과 철골가새와 같은 내진보강 요소로 보강 후 2

차 진단을 재수행한 결과 기존 학교건물은 본 연구

에서 용된 내진보강요소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비선형 정 해석 결과 일본 내진진단결과와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진보강기법에 의해 내진

보강 후 연구 상 건축물의 내력이 60%이상 향상

되었으며 이와 함께 층간변 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FEMA356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변

한계시 면 단력도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능력스펙트럼해석 결과 장변 방향에서는 보강 후의 

강성이 증가하여 요구스펙트럼과의 교  구간이 탄

성 역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변 방향

에서는 성능 의 스펙트럼 변   가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보강 에 비해 은 능력으로도 설계스펙

트럼의 요구 능력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보 다.

5) 이론  해석 으로 평가된 보강 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근거로 상 학교 건축물에 보강시공을 

실시한 결과 철골가새  장 타설 끼움 단벽의 

설치가 용이하게 계획되었다. 반면 시공과정에서 해

당 학교의 규격, 반입  지반상태, 공기 등의 조건이 

상이하고 보강 시공에 지 않은 향을 미침에 따

라 학교 건축물의 보강시공 시 이를 고려하여 원활

한 보강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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