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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스프링과 섬유요소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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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ber elements and a spring are used to build a reinforced concrete shear wall model. The fiber ele-

ments and the spring reflect flexural and shear behaviors of the shear wall, respectively. The fiber elements are built by inputting

section data and material properties. The spring parameters representing strength and stiffness degradation, pinching, and slip were

determined by comparing behaviors of fiber element and VecTor2 results. ‘Pinching4’ model in OpenSees is used for shear spring.

The parameter selecting process for shear spring is a complicated and time consuming process. To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fiber element,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containing a shear wall are evaluated using nonlinear dynamic analysis with various

wall aspect ratio (H/L), various beam heights, and stiffness and flexural strength of beam and wall ratios. The aspect ratio of the

wall showed distinct difference in IDR (interstory drift ratio) of the models with and without spring. On the other hand, the height

of beam and ratio of stiffness and flexural strength of beam and wall did not show clea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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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은 효율적인 횡하중 저항능력으로

인하여 내진 구조 시스템의 중요한 구조 요소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건물에 작용하는 횡력의 대부분을 부

담하므로 그 비선형 거동 특성은 건물의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전단벽의 해석 모델링을 위한 정밀한 유한

요소해석 방법의 적용은 신뢰성 높은 비선형 거동 예측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를 위해 해석에 요구되는 시간과

계산량이 과도하여 건물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구조해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으로 섬유요소(fiber element)를 적용한

해석모델 작업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이 방법은 전단변

형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

존 모델링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단변형을

나타낼 수 있는 전단 스프링을 섬유요소 모델에 추가하

는 방법인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링 방법은 해석 수행에 소요되는 계산량과 시간이

비교적 적어 다층 건물 전체의 비선형 해석에도 적합하

다.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은 전단 스프링을 표현하기 위

한 여러 변수값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모델링 대상인 전단벽의 하중-변위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는 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대상 전단벽의 실험 결과

가 없는 경우에는 정밀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거동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의 전단 스프링의

변수값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한 해석 모델 구축 방

법에 대한 연구는 전단벽의 비선형 모델링을 위한 섬유

-스프링요소 모델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섬유요소를 사용한 전단벽의 비선형 모델링 방법은 전

단벽의 형상비(높이/너비)가 크고, 전단벽에 연결된 수평

부재(보 또는 슬래브)의 강성과 휨강도가 전단벽에 비해

서 매우 작은 경우에 좋은 해석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기존의 연구
1,2)
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섬유요소는 휨거

동이 지배적인 부재의 거동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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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벽의 형상비가 낮아져서 전단거동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섬유요소 모델링의 정밀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섬유요소는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전단벽 비선형 모델링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전단벽의 형상비와 모델링 오차와의 관계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은 향후 전단벽의 비선형

모델링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 섬유요소와 스프링요소

가 결합된 해석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섬유요소 모델과 섬유

-스프링요소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고 간편 모델인 섬유

요소만을 사용한 전단벽 건물의 모델링의 오차를 정량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모델링 방법이 사용 가능한 전단

벽 형상비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2. 전단벽의 모델링 방법

2.1 해석모델의 종류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비선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여

러가지 해석적인 방법들은 크게 거시적 모델링(macroscopic

modelling) 방법과 미시적 모델링(microscopic modelling) 방

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거시적 모델링 방법은 실험 결과

와 같이 전단벽의 비선형 거동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를 이용하여 해석 모델에서 하중-변위 관계를 결정하는 변

수값들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

Fig. 1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거시적 모델링 방법의 대표적

인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Fig. 1(a)의 보-기둥 모델
3)
은

비선형 축방향 스프링과 회전 스프링을 이용하여 전단벽

의 전체 거동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쉽고 단순하지만 중

립축의 변화와 로킹(rocking)현상을 표현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ig. 1(b)와 같이

전단벽을 3개의 수직요소로 이상화한 TVLEM(three vertical

line element method) 모델이 제안되었다.
4)
 여기서 양단부

의 축방향 스프링요소는 경계지역의 축강성을 나타내며,

중앙부의 축방향 요소는 웨브의 거동을 나타낸다.

Fig. 1(c)는 수정 TVLEM 모델
5)
로 회전 스프링을 생략

하여 3개의 축방향 스프링요소를 이용하여 전단벽의 축

방향 강성과 휨강성을 표현하고 1개의 수평 스프링요소

를 이용하여 전단거동을 나타낸다. Fig. 1(d)의 MVLEM

(multi vertical line element method)
6)
은 다수의 축방향 스

프링요소로 이루어진 모델로서 벽체의 축강성과 휨강성

은 축방향 스프링요소로 표현되며 전단 변형을 나타내는

수평 스프링이 벽체 중간 높이에 위치한다. 수정 TVLEM

과 MVLEM의 모델링 방법은 단순함과 비교적 높은 정

밀성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들
7-9)
에서 전단벽 건물의 거동

을 예측하는데 채택되어 왔다.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미시적 모

델링 방법으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이 가장 널

리 이용되고 있다. 유한요소법은 전단벽의 전체 거동뿐만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분포, 콘크리트의

균열양상 등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으

로 DIANA,
10)

 ANSYS,
11)

 ABAQUS,
12)

 VecTor2,
13)

 ADINA
14)

와 같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다양

한 연구들
15-17)
을 통하여 이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에 대한

정확성이 검증되어 왔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단벽의 비

선형 해석방법은 거시적 모델링 방법에 비하여 거동예측의

정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소요되는 계산량이

과도하여 건물 전체의 모델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비선형 해석에 필요한 계산량은 섬유요소(fiber element)

와 같이 단순화된 유한요소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
18)
을 채

택하면 크게 줄어든다. 섬유요소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은

전단벽을 포함한 다층 건물 전체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

지만, 부재의 전단변형을 모델링할 수 없어서 휨거동이 지

배적인 전단벽의 해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층건물의 전단벽과 같이 비교적 세장한 형상비의 전단

벽이 이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는 섬유요소로 모델링 할

수 없는 전단 변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단 스프링을 섬

유요소에 결합하여 섬유-스프링요소를 만들고 이를 이용

한 전단벽의 비선형 모델링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2.2 섬유-스프링요소 모델

섬유요소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적 비선형성을 반영하여 부재의 휨변형을 비탄성 영

역까지 나타낼 수 있고 정밀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에 비

하여 해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섬유요소 모델링 방법

은 전단변형이 전체 거동에 큰 영향을 주는 부재에는 적

용할 수 없어서 전단벽의 해석 모델구축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Fig. 2(a)

Fig. 1 Macroscopic models for predicting behavior of RC shea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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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전단변형을 반영하는 스프링(shear spring) 요소

를 섬유요소와 결합한 섬유-스프링요소를 전단벽의 해석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19)

이 연구에서는 전단 스프링의 하중-변위 관계를 Fig.

2(b)에 나타나 있는 비선형 스프링으로 정의하였다. 이

스프링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OpenSees
20)
의

모델링 요소 중 하나인 Pinching4
21)

 스프링요소이며, 전

단변형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핀칭(pinching),

이력거동에 의한 강성 및 강도의 저감을 표현하기에 적

절하다. 이 스프링 모델은 골격 곡선(A, B 경로)의 형상,

핀칭(C, D 경로)을 정의하기 위하여 다수의 변수가 결정

되어야 한다. 또한, 이력거동에 따른 강성 및 강도 저감,

슬립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추가적인 변수값의 결정이 필

요하다. 전단 스프링의 하중-변위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전체 하중-변위 곡선과 섬유

요소만을 사용한 모델링에 의해 계산된 하중-변위 곡선

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Fig. 2(b)의 스프링 변수

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전단벽의 전체 하중-변위 곡선은

휨과 전단이 합쳐진 거동을 의미한다. 이 하중-변위 곡선

은 실험이나 정밀한 유한 요소해석에 의해서 구할 수 있

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정압축장

이론
22)
을 바탕으로 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 예측을

목적으로 개발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VecTor2
13)
를

이용하였다. 전단 스프링의 변수값은 전단거동 뿐만이 아

니라 스프링요소와 섬유요소가 결합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핀칭 현상, 강성 및 강도저감, 에너지 소산 양

상 등을 정확하게 모사하게 되도록 결정되었다.

Fig. 2(b)의 골격 곡선의 형상은 VecTor2를 이용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점 1과 점 5

는 전단벽의 최초 휨 균열에 상응하며, 점 2와 점 6은 최

대 밑면전단력으로 결정한다. 점 3과 점 7은 파괴직전의

최대변위에 상응하도록 정해지며, 점 4와 점 8은 파괴직후

의 거동으로서 하중값이 최대 밑면전단력의 1/10 수준에

상응한다. 핀칭, 강성 및 강도 변화와 슬립 현상을 표현하

기 위한 변수값은 VecTor2 해석 결과와 일치하도록 정해진

다. Fig. 3은 개발된 섬유-스프링요소 모델과 VecTor2로 구

한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은 VecTor2로 구한 전단벽의 전체 거

동, 핀칭 현상, 에너지 소산 양상 등을 적절히 모사하고 있다.

2.3 기준해석모델의 검증

위의 2.2장에서 설명된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은 스프

링요소의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나 정밀한 유

한요소해석에 의한 전단벽의 힘-변형 곡선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는 수정압축장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VecTor2를 이용하여 대상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기준해석모델을 만들고, 이로부터 구한 힘-변

형 곡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스프

링요소의 변수값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링 방법

은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실험 결과를 대체하여 기준해

석모델을 스프링요소의 변수 결정에 이용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구할 수 없는 전단벽에 대해서도 섬유-스프링요

소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Fig. 3 Comparison between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nd result using fiber-spring model

Fig. 2 Fiber-spring element model and hysterestic response of shear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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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의 정확성은 기준해석모델에 의

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기준해석모델이 실험 결과에

준하는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상비를 갖

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실험 결과와 VecTor2로 생성

한 전단벽의 기준해석모델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VecTor2를 이용한 전단벽의 해석모델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에 의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 왔다.
15)

 기준

해석모델의 검증에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이력거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23,24)
에서 제시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였

다. 여기에 사용된 실험체는 너비에 대한 높이의 비로 정

의된 형상비에 의해서 3가지로 구분되고, 철근비와 수직

하중 등의 실험변수에 따라 9개로 세분된다(Table 1).

형상비가 1.0과 1.5로 비교적 낮은 실험체의 실험 결

과는 Salonikios의 연구
23)
에서 채택되었다. LSW1 실험체

는 LSW2와 LSW3 실험체에 비해 수직철근이 웨브에서

는 2배, 경계지역에서는 1.3배 더 배근되어 있다. LSW2

와 LSW3 실험체의 철근비는 같고 LSW3에만 축하중이

작용한다. MSW1~3 실험체는 형상비가 1.5이며 LSW 실

험체와 같은 방식으로 세분된다. LSW와 MSW 실험체의

너비와 두께는 1200 mm, 100 mm로 같으며 높이는 각각

1200 mm와 1800 mm이다. VecTor2를 이용하여 생성된 기

준해석모델에는 실험체와 같이 웨브와 경계지역이 구분

되어 있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비선형성은 각각

Popovics모델
25)
과 Seckin모델

26)
 이용하여 반영되었다.

LSW1 실험체와 MSW1 실험체의 기준해석모델을 이용

한 해석 결과와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의 해석 결과가 Fig.

3(a)와 (b)에 비교되어 있다.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을 이

용하여 구한 하중-변위 곡선은 기준해석모델 해석 결과

와 상당히 가까우며, 핀칭, 강성 및 강도 변화, 최대 밑

면 전단력 등의 예측이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형상비가 2.0인 실험체의 실험 결과는 Pilakoutas and

Elnashai의 연구
24)
에서 채택하였다. SW4와 SW7 실험체

는 경계지역의 수평철근비가 동일한 반면, SW6 실험체

의 경계지역 수평철근비는 전단벽 수직위치의 중앙을 중

심으로 상부와 하부가 다르다. SW7 실험체의 경계지역

수직철근비는 SW4와 SW6 실험체의 수직철근비보다 높

다. SW 실험체의 너비, 높이, 두께는 각각 600 mm,

1200 mm, 60 mm이다. SW4 실험체의 경계지역의 너비는

110 mm인 반면, SW7 실험체는 60 mm이다. SW4 실험체

의 경계지역 수직철근의 지름은 동일한 반면, SW7 실험

체의 경계지역수직철근은 바깥쪽에 위치한 철근의 지름

이 안쪽에 위치한 철근의 지름보다 크다. 이를 해석 모

델에 반영하기 위해 경계지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SW7

해석 모델이 구축되었다. 이상의 실험체들 중에서 형상

비가 1.0과 1.5인 실험체의 상세한 정보는 Salonikios의

연구
23)
에서, 형상비가 2.0인 실험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

는 Pilakoutas and Elnashai의 연구
24)
에서 구할 수 있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형상비와 철근비

의 전단벽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기준해석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 간의 최대 밑면 전단력의 오차는 10%

를 넘지 않는다. 실험과 해석 결과의 비교로부터 기준해

석모델로 구한 힘-변위 곡선은 핀칭과 강성강도의 저감

을 포함하여 실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이력거동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섬유-스프링요소 해석모델의 적용

섬유-스프링요소 해석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이 연구에서는 1~8층 철근콘크리트 예제 건물의 비

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8층 예제 건물의 평면과

단면이 Fig. 4에 나타나 있다. 각층의 평면 크기는 15×20

m이고, 층고는 3 m이다. 외부 기둥은 테두리 보에 의해

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 스팬은 워플 슬래브(waffle

slab)로 구성되어 있다. 전단벽의 너비는 층고와 같은 3 m

로 설정하여 예제 건물의 층수와 전단벽의 형상비가 같

도록 하였다. 전단벽을 위한 섬유-스프링요소의 거동을

관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해석 과정을 단순화하

Table 1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of test specimens

Specimen
Aspect

rati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MPa)

Reinforcement percentage (%)
Axial

load

(kN)

Maximum

base shear

(kN)

Error

(%)
Web Boundary element

Test VecTor2Vertical Horizontal Vertical Horizontal

LSW1

1

22.2 0.565 0.565 1.700 1.700 - 262 283 8.0

LSW2 21.6 0.277 0.277 1.300 1.700 - 191 201 5.2

LSW3 23.9 0.277 0.277 1.300 1.700 200 268 276 3.0

MSW1

1.5

26.1 0.565 0.565 1.700 1.100 - 197 192 2.5

MSW2 26.2 0.277 0.277 1.300 1.100 - 124 131 5.6

MSW3 24.1 0.277 0.277 1.300 1.100 200 176 190 8.0

SW4

2

36.9 0.390 0.500 6.850 0.790 - 104 108 3.8

SW6 38.6 0.310 0.500 6.850 0.310/0.660
(1)

- 108 116 7.4

SW7 32.0 0.390 0.590 12.74 0.790 - 127 120 5.5

Note) 
(1)

represents reinforcement in bottom half of boundary element



전단스프링과 섬유요소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비선형 해석모델에 관한 연구│563

기 위해서 Fig. 4(a)에 나타난 점선 부분의 중앙 전단벽

연장선을 따라서 2차원으로 해석모델을 생성하였다. 예

제 건물의 해석에는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OpenSees
20)
가 사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섬유요소와 다

양한 스프링요소들을 이용하여 재료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
8,27)
을 통하여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 모델이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골격

곡선은 Mander 모델
28)
을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하중 제하

와 재하 시 응력-변형률 감소와 증가 경로는 Karsan과 Jirsa

연구
29)
를 바탕으로 모델링하였다. 철근의 응력-변형률 이력

곡선은 이선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예제 건물에 사용된 콘

크리트 압축강도는 33 MPa이고 철근의 인장강도는 585 MPa

이다. 수직하중의 변화가 전단벽의 횡하중 이력곡선에 주

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Fig. 4(b)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단벽에 가해지는 수직하중의 계산과 섬유-스프링요소 모델

의 전단 스프링 변수값을 산정을 각 층별로 수행하였다.

4. 예제 건물의 변수 선정 방법

예제 건물의 모델링에 사용된 변수는 전단벽의 형상비와

연결보의 휨강성 및 휨강도이며 이 변수들에 따라서 전단

벽의 전체 거동 중 휨과 전단변형의 비율이 달라진다. 전

단벽 전체 거동 중에서 휨변형 비율은 전단벽의 형상비가

커지면 증가하지만 반대로 연결보의 휨강성과 휨강도가 증

가하면 감소한다. 이 연구에서 예제 건물의 전단벽 형상비

는 건물의 층수와 같으며 1에서 8까지 8개의 형상비에 대

해 전체거동에 대한 전단변형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결

보의 휨강성과 휨강도가 전단벽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값들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였다. 전

단벽의 휨강성에 대한 연결보의 휨강성 비율을 연결보 강

성비로 정의하였고, 전단벽의 휨강도에 대한 연결보의 휨

강도 비율을 연결보 강도비로 정의하였다. 전단벽과 연결

보의 휨강성(K)과 휨강도(Mn)는 각각 식 (1)과 (2)를 사용하

여 산정하였고 수식 유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문헌
30)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연결보의 길이는 전단벽과 인접한 기둥간의 순경간을 사용

하였고, 전단벽의 높이는 1개 층의 층고를 사용하였다.

(1)

(2)

식 (1)에서, Ec와 Es는 각각 콘크리트와 철근의 탄성계

수, Ig는 콘크리트 전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 Ise는 도

심에 대한 철근의 단면 2차 모멘트, L은 전단벽 건물의

층고 또는 연결보의 순경간 길이이다. 식 (2)에서 fck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a는 직사각형 응력블록의 압축연

단으로부터의 길이, b는 부재의 너비, h는 부재의 높이,

Nsi는 철근에 작용하는 하중, di는 단면의 최외곽에서부

터 i번째 철근까지의 거리이다.

연결보 강성비가 1, 3, 5, 7, 9%일 때 이에 대응하는

연결보 강도비는 각각 7, 14, 21, 28, 35%가 되도록 5개

의 보를 설계하였다. 연결보의 강성비 및 강도비 변화와

별개로 보의 절대 높이가 전단벽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의 높이를 300, 600, 900 mm로 변

화시키면서 예제 건물의 전단벽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이

보들의 상부와 하부에 사용된 주철근의 개수는 각각 2

개이며 설계기준
31)
에 명기된 최소철근비를 만족한다. 높

이가 900 mm인 보라도 강성비와 강도비가 각각 1%와

K
0.2EcIg EsIse+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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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 0.85fck ab
h

2
---

a

2
---–

⎝ ⎠
⎛ ⎞ Nsi

h

2
--- di–
⎝ ⎠
⎛ ⎞

i=1

n

∑+=Fig. 4 Plan and modeling of building (unit: mm)

Table 2 Material properties and used model of concrete and steel

Concrete Steel

Material

model

Stress-strain envelope curve-Mander model
28)

Stress-strain hysteretic path-Karsan-Jirsa model
29) Stress-strain hysteretic response-bilinear

Material

properties

Compressive strength : 

Elastic modulus : 

Confinement factor : 

fck = 33 MPa

Ec = 5000× MPa

K = 1.3 (Mander et al.
28)

)

Yield strength : 

Young's modulus : 

Post-yield stiffness ratio : 

fy = 585 MPa

Es = 200000 MPa

r = 0.0085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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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보에 비하여 보의 휨강성과 휨강도가 작은데, 이

는 전단벽의 휨강성과 휨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파는 Somerville의 연구
32)
에서

개발된 지진파 세트로서 LA 지역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

10, 50%의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각각 20개씩

선정하여 총 60개의 지진파로 구성된다. Fig. 5는 해석에

사용된 지진파들의 탄성 응답 스펙트럼과 각각의 위험 수

준에 해당하는 응답 스펙트럼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5. 해석 결과

섬유요소만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전단벽 형상비의 범위

를 파악하기 위하여, 섬유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이용

하여 전단벽이 모델링된 예제 건물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

였다. Fig. 6은 보의 높이와 지진하중 크기의 변화에 따른

전단벽의 형상비와 정규 층간변위비(IDRfiber/IDRspr)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IDRfiber와 IDRspr은 각각 섬유

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로 전단벽이 모델링된 예제 건물

의 층간변위비이다. 정규 층간변위비의 값이 1.0에 가까울

수록, 섬유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사용한 두 모델의 해

석 결과간의 차이가 작다. 보의 높이와 지진하중의 크기

변화에 관계없이 섬유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사용한

두 모델의 층간변위비 차이는 전단벽의 형상비가 증가할

수록 점차 감소하였으며 형상비가 8일 때 두 모델에 의한

층간변위비 차이는 10% 이내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이는

형상비가 증가할수록 전단벽의 전체 거동에서 전단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의 높이가

900 mm 이하이고 형상비가 8 이상이면 섬유요소만을 사

용한 간편 모델의 적용은 문제가 없으며, 형상비가 8 미

만이면 전단벽의 전단변형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섬

유-스프링요소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7은 전단벽에 대한 보의 강성비와 휨강도비가 각각

9%와 35%인 8층 예제 건물에 50년간 초과확률 2%의 위

험수준에 해당되는 지진파를 가하여 해석된 최상층 변위

시간이력곡선이다. 섬유요소만을 사용한 해석 모델과 달

리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은 전단항복과 파괴를 모사한 추

가적인 변위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은 전단벽에 대한 보의 휨강성비와 휨강도비의 변화

와 지진하중의 크기에 따른 섬유요소 모델과 섬유-스프링요

소 모델의 해석 결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두 종류의 모

델 간 해석 결과의 차이는 휨강성비와 휨강도비 변화에 따

른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의 높

이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의 차이(Fig. 6)와 유사하다. 형상

비가 8 이상이고 강성비와 휨강도비가 각각 1%와 7%일 때,

섬유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사용한 모델의 층간변위비

차이는 15% 이내로 측정되었다. 오차 한계를 15% 이내로

정한다면, 이 경우에 간편 모델인 섬유요소만을 사용하여 전

단벽 건물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형상비가

8 이상이라도 강성비가 1%를 초과하거나 휨강도비가 7%를

초과한다면 오차가 20%까지 커질 수 있으며, 섬유-스프링요

소 모델을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8(a)에서 50년간

초과확률 50%의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사용하여

해석된 Case5-형상비 3인 두 모델간의 층간변위비 차이는 초

과확률 10%와 2%의 지진파가 사용된 건물의 해석 결과의

차이(Fig. 8(b), (c))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경우에는 측정된 층간변위값이 매우 작아서 두 모델 사이의

비교값이 더욱 두드러진 것일 뿐이므로, Fig. 8(a)에서 Case5-

형상비 3인 건물의 정규 층간변위비의 차이가 크게 측정된

경향은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6. 결 론

섬유요소는 휨거동이 지배적인 부재의 거동을 모델링하

Fig. 5 Elastic response spectrum (damping ratio: 5%)

Fig. 6 Aspect ratio of shear wall - normalized IDR

Fig. 7 Comparison of time - roof drift ratio in 8-story buildings

modeled by fiber and fiber-spring model



전단스프링과 섬유요소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비선형 해석모델에 관한 연구│565

는데 매우 효율적이지만, 전단거동을 나타낼 수 없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단벽의 전체 거동 중 전단

변형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섬유요소 모델의 정밀성은 낮

아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섬유요소와 스프링요소가 결합된 해석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섬유

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사용하여 생성한 해석 결과들

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섬유요소만을 사용

하여 모델링이 가능한 전단벽 형상비의 범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은 섬유요소

모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밀한 유한요소해석(VecTor2) 결

과를 바탕으로 전단벽의 전체 거동, 핀칭 현상과 에너지

소산양상 등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스프링요소를 추

가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전단벽의 전체 거동 중 전단

변형의 비율이 큰 전단벽 건물의 비선형 해석에 상기 모

델을 적용하면 섬유요소 모델에 비해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섬유요소와 섬유-스프링요소를 사용한 해석

모델간의 층간변위비 차이는 보의 높이와 지진하중의 크

기 변화에 관계없이 전단벽의 형상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였고 형상비가 8일 때 두 모델간의 오차는 10% 이

내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보의 높이가 900 mm 이하이고

전단벽의 형상비가 8 이상이면 섬유요소만을 사용한 간

편 모델의 적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단벽

의 형상비가 8 미만이면 전체거동에서 전단변형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형상비가 8일 때, 휨전단벽에 대한 연결보

의 휨강성비와 휨강도비가 각각 1%와 7%이면 섬유요소

와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에 의한 층간변위비의 차이는 15%

이내이다. 오차 한계를 15%로 정한다면, 이 경우에 간편

모델인 섬유요소만을 사용하여 전단벽 건물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단벽의 형상비가 8 이상이라

도 강성비가 1%를 초과하거나 강도비가 7%를 초과하면

오차가 20%까지 커지기도 하여 섬유-스프링요소 모델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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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섬유요소와 전단스프링을 사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섬유요소는

전단벽의 휨변형을 나타내며, 전단스프링은 전단변형을 나타낸다. 섬유요소는 단면치수와 비선형 재료성질을 입력하여 모

델링되며, 전단스프링은 섬유요소모델과 VecTor2프로그램의 해석 결과로부터 그 변수들을 선정한다. 전단스프링은 전단

변형에 의한 강도ㆍ강성 감소, 핀칭효과, 그리고 슬립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OpenSees의 Pinching4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

단스프링의 변수선정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섬유요소모델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단벽의 형

상비(H/L), 보의 높이변화, 그리고 보와 전단벽의 강성비ㆍ휨강도비를 변수로 하여 전단벽 건물에 동적해석을 수행하였

다. 전단벽의 형상비는 섬유요소모델을 사용한 모델과 섬유요소와 전단스프링을 함께 사용한 모델의 층간변위비 오차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보의 높이변화와 강성비ㆍ휨강도비 변화에 두 모델의 오차는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핵심용어 : 전단벽, 철근콘크리트, 섬유요소, 전단 스프링,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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