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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based on the 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 has been conducted to evaluate 

shear strength of RC walls with opening. On the analysis, reinforcement ratio within development length of rebars nearby the 

opening was reduced in the model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pening on shear strength of RC shear walls.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has been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test result in literature. Through the verifica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length of rebars well reflected the effect of an opening on shear strength 

of RC shear walls while current design provisions did not reasonably consid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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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콘크리트 단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철근콘크 

리트 단벽에 배근된 철근의 단내력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배근된 철근이 최  응력 으로부터 응력을 

개시키기 해서 어느 정도 길이의 철근 는 정착이 필요 

하다(MOLIT, 2012). 하지만, 기존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 개구부 주변의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확보가 어려우므로 철근의 묻힘 길이 체에 한 도달 가능한 

평균 부착응력의 하로 인해 단내력의 감소가 발생한다 

(Yoon and Han, 2006; KEPIC, 2010). 따라서 철근 

정착길이 내의 철근이 단벽의 단내력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해석에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4)에 의해 실험이 수행된 

철근콘크리트 단벽을 상으로 철근 정착길이 역에서의 

철근비 조정을 통해 기존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개구부가 

설치된 경우, 는 개구부 주변 철근에 한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해 개구부가 있는 단벽의 단강도를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보다 합리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단강도 측에서 기계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의 

향에 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보다 상세히 분석 

하고자 한다.

2. 단강도 설계기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 측을 

해 본 연구에서는 ACI 318-14(2014)  AIJ(1993)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강도 산정식을 검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단벽 비 개구부의 크기에 한 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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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provisions for 

RC shear wall with opening

2.1 ACI 318-14

ACI 318-14(2014)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 

강도()에 해 다음의 식 (1)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개구부가 있는 경우 단벽을 세그먼트 단 로 고려 

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갖는 세그먼트의 체 단면 에 한 

단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 으로 개구부를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단벽에서의 단면 이 가장 작은 

구간에 해 단강도를 산정하게 된다.

 ′  (1) 

여기서, 는 단벽에 가해지는 단력의 방향에 한 

철근콘크리트 단벽 내 콘크리트의 순 단면 을 의미한다. 

계수 는 단벽의 길이 비 높이에 한 형상비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상 인 기여도를 정의하는 계수로 가 1.5 

이하일 경우 3.0, 가 2.0 이상일 경우 2.0을 용하며, 

가 3.0에서 2.0 사이일 경우 1.5와 2.0 사이에서 선형 

보간한 값을 용한다. 는 경량콘크리트일 경우 용하는 

계수,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콘크리트 단면 에 한 

횡보강 철근비, 는 철근의 항복강도이다.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I 318-14에서는 철근콘크 

리트 단벽의 단강도 산정 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도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확보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2 AIJ(1993)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1993)은 개구부가 

설치된 단벽의 단강도 산정 시 개구부의 형상비를 고려한 

강도 감계수를 통해 단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개구부가 

없는 단벽의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3)

   ∙∙ (4)

   (5)

여기서, 는 단벽 두께,   는 아치  트러스 

기구의 등가 단벽 길이, 는 단벽의 단보강근비, 는 

단벽 내 단 보강근의 신뢰강도, 는 단벽의 단강도 

산정 시 용하는 값으로서 1을 취할 수 있으며, 는 콘크 

리트의 유효강도계수,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단벽 내 개구부가 있을 경우 개구부의 

형상을 고려한 강도 감계수를 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시된 강도 감계수는 철근콘크리트 단벽 크기 비 

개구부의 길이, 높이, 그리고 면 비에 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

여기서,   는 개구부의 비  높이를 의미한다. 단, 식 

(2)~(3)이 용 가능한 등가 개구부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







≤  (7)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J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 산정 시 ACI 318-14에 비해 보다 상세하게 개구 

부의 형상을 고려하고 있으나,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확보 

유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2.3 설계기  비교

앞 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한 단강도 산정식이 ACI 318-14  AIJ 

(1993)에서 서로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Kim 등(2004)에서 

내하력 실험이 수행된 시험체를 기반으로 단벽 길이 2.0m, 

높이 0.9m, 두께 70mm, 수평  수직 철근비 0.46%의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해 개구부의 면 을 변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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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s and rebar details of specimens

Specimen
Thickness

(mm)

Opening 

ratio
 

Wall

dimension

Prototype 70 0% 0.46 0.46
2,000×900

×70mm
I-0.30 70 30% 0.46 0.46

II-0.39 70 39% 0.46 0.46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

Compressiv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

21.23 21.92 0.15

Table 2 Concrete characteristic

Rebar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D6 291.2 375.0

D13 445.0 568.6

Table 3 Reinforcement characteristic

ACI 318-14  AIJ(1993)에 의해 측되는 단강도를 

서로 비교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어진 상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해 두 설계기  

모두 개구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IJ(1993)의 경우 ACI 318-14에 

비해 단강도를 약 2배 정도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 측에 있어 

두 설계기 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설계기  모두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유무를 고려하지 

않아, 철근콘크리트 단벽 내 개구부 주변 철근에 한 

정착이 제 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강도 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개구부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

3.1 상구조물

기존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부분 으로 단 는 해체하여 

개구부를 만드는 경우, 는 철근콘크리트 단벽 내 개구부 

주변 철근들이 충분한 정착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단강도를 보다 합리 으로 산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4)에서 내하력 실험이 수행된 시험체들을 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상 시험체는 개구부가 

없는 손상 의 철근콘크리트 단벽 시험체와 개구부의 면  

비가 30%  39%로 제작된 시험체 등 총 3개이다. 상 

시험체들은 길이 2.0m, 높이 0.9m, 두께 70mm의 단벽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벽 내 철근비는 수직  수평 방향 모두 

0.46%로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단벽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1.23MPa이었으며, 철근의 항복강도는 수평  수직 단 

철근의 경우 291.2MPa, 주철근의 경우 445.0MPa이었다. 

다음의 Fig. 2는 시험체 규격  철근 배근 상세를, Table 

1은 시험체 내 주요 변수를, Table 2  3은 콘크리트  

철근의 재료 물성치를 정리한 것이다.

3.2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3.2.1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효과

철근의 정착을 확보하기 해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의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는 압축력이 단면의 양측 

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힘길이, 갈고리, 기계  정착 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철근을 정착하여야 한다(MO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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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otype

(b) I-0.30

(c) II-0.39

Fig. 3 Modeling of RC walls w/o or w/ opening

2012).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단벽에서 개구부를 후설치할 

경우 개구부 주변 콘크리트의 손상  개구부 주변 철근들에 

해 정착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개구부로부터 

콘크리트구조기 (2012)에서 주어진 정착길이 내 역에서의 

철근들은 정착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구조 거동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구조기 (2012)에서 주어진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는 철근의 공칭지름, 는 콘크리트 경량계수이다. 

단,  식에 의해 산정된 정착길이 는 항상 300 mm 이상 

이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 측 시 정착이 확보 

되지 않은 개구부 주변 철근들의 향을 고려하기 해 상 

시험체에 한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시 개구부로부터 정착 

길이 내에 배근된 철근  개구부로 인해 단된 철근에 한 

철근비를 인 으로 감소시켰다.

3.2.2 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Kim 등(2004)에 의해 내하력 

실험이 수행된 철근콘크리트 단벽을 상으로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해 수정 

압축장 이론(Vecchio and Collins, 1986; Vecchio, 2000)에 

근간을 둔 2차원 평면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VecTor 

2(2013)를 사용하 다.

해석 모델링 시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는 

4  평면요소로 고려하 으며, 주철근  단철근들은 

해당 구역에서의 콘크리트 요소 내에 분산(smeared)된 것으로 

고려하 다. 한, 시험체에 가해진 수직 하 을 실제 실험과 

유사하게 묘사하기 해 수직 하 이 직  가해진 단벽 

시험체 에 놓인 강재를 함께 모델링하 으며, 시험체에 

가해진 수평 하 은 해석 시 수평 방향 변 를 가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한, 개구부로부터 정착길이 내 구역에서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에 한 향을 고려하기 해 모델링 시 개구부 

주변의 철근정착길이 내 철근비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즉, 콘크리트구조기 (2012)에 제시된 이형철근에 

요구되는 정착길이에 따라 개구부로부터 300mm 내에 배근된 

철근  개구부로 인해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에 한 

철근비를 변수로 고려하 다. 개구부로 부터 정착길이 내 

구역에 한 철근비 상세 내용은 Table 3~4에 정리하 으며, 

Case 1은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을 무시한 경우, Case 

2는 정착 확보 유무와 계없이 모든 철근을 고려한 해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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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ve behavior

(b) Tensile behavior

Fig. 4 Model for stress-strain response of concrete 

Direction Case 1 Case 2

ρx 0 0.46

ρy 0.46 0.46

Table 4 Reinforcement ratio for development zone in 

RC wall with 30% opening (%)

Direction
Case 1

Case 2
region A region B

ρx 0 0.46 0.46

ρy 0.46 0 0.46

Table 5 Reinforcement ratio for development zone in 

RC wall with 39% opening (%)

3.3 재료해석 모델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 거동  강도를 합리 으로 

묘사하기 해서는 이축 응력 상태에서의 철근콘크리트 요소의 

균열 발생 후 비선형 구조 거동을 합리 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정압축장 이론(Vecchio and Collins, 

1986; Vecchio, 2000)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 으며, 수정압축장 이론에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의 

재료해석 모델들을 용하 다. 

유한요소해석 시 콘크리트의 구조  거동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해 콘크리트 재료의 속성을 합리 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해 

압축연화(compression softening)  인장증강(tension 

stiffening) 효과를 고려하 다.

3.3.1 콘크리트

이축 응력 하에서의 콘크리트의 압축거동은 주인장 방향 

으로의 균열에 의한 향으로 인해 주압축 방향으로의 응력- 

변형률 거동이 일축 응력 하에서의 거동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즉, Fig. 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어진 주압축 

변형률에 해 주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일축 응력 

하에서의 거동보다 작은 압축 응력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압축연화효과(compression softening effect)라고 한다 

(Vecchio and Collins, 1986). 본 논문에서는 압축연화 

효과를 고려하기 해 2차 포물선 모델을 바탕으로 주압축 

방향으로의 콘크리트 거동에 해 다음의 식을 해석에 활용 

하 다.

  




 

 



 (9)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주압축 변형률을 의미하며,   

는 주인장 변형률에 의한 압축연화효과를 고려한 콘크리트 

압축거동에서의 최  압축응력  이에 상응하는 변형률로서, 

일축 응력 하에서의 압축강도(′)  이에 상응하는 변형률 

(′)에 다음의 식(Vecchio, 1992)에 주어진 압축연화계수 

()를 곱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  (10)

여기서,   는 주인장  주압축 변형률의 비와 균열면 

단 슬립을 고려한 계수들을 각각 의미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철근과 콘크 

리트 사이의 부착으로 인해 균열과 균열 사이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장 거동에서 콘크 

리트의 기여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인장강화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는 Fig. 4(b)  

다음의 식과 같이 Modified Bentz 모델(Vecchio, 2000; 

Bentz, 2005)을 용하 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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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0.30

(b) II-0.39

Fig. 5 Effect of rebar development on load-displacement 

response of shear walls with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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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ctual and predicted shear strength 

of shear walls with opening

Specimen Test Case 1 Case 2

Prototype 737.8 - 762.6

I-0.30 368.8 336.0 427.6

II-0.39 211.6 195.7 248.3

Table 6 Shear strength of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kN)

여기서,   은 콘크리트 주인장 응력  변형률을,  

 은 콘크리트 균열강도  이에 상응하는 변형률을 각각 

의미하며, 은 철근 지름  철근비를 고려한 계수이다.

3.3.2 철근

철근의 응력-변형률 거동은 다음의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것처럼 선형탄성구간, 소성구간, 그리고 단 까지 변형률 

경화구간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해석에 용하 다.

  









   ≤ 
     ≤ 
      

(12)

여기서, 는 철근의 응력, 는 철근의 항복강도, 는 철근의 

변형률, 는 항복 변형률, 는 변형률 경화가 시작되는 

시 의 변형률, 는 탄성계수, 그리고 는 변형률 경화 

구간에서의 강성을 의미한다.

4. 해석결과 분석  검증

4.1 실험결과와의 비교  검증

개구부 주변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의 향을 분석하기 

해 수행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실험에서 실제 

측정된 단강도와 비교하여 Table 6에 정리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해 

개구부가 없는 시험체에 해서도 해석을 수행하 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구부가 없는 시험체의 경우 해석 결과에서 

측된 단강도가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단강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이 

합리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구부가 있는 단벽에 해 개구부 주변 정착길이 

내 철근비의 변화에 따라 해석으로부터 측되는 단벽의 

단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벽 내 단 균열 발생 이후 

개구부 주변 정착길이 내 철근비의 변화에 따라 해석으로부터 

측되는 단 거동 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근 정착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Case 2)의 경우 단벽의 단강도를 

과 평가하는 반면, 정착길이 내 철근비를 0으로 가정한 

해석(Case 1)의 경우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단강도를 보다 

합리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구부 내 

철근의 정착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개구부 주변 철근의 

단강도에 한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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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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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I-0.39

Fig. 7 Comparison of test results, FEA predictions, 

and design provisions for RC walls shear strength

4.2 설계기 과의 비교  분석

실험결과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효과를 고려한 유한 

요소해석에 의해 측된 단벽의 단강도를 행 설계 

기 인 ACI 318-14  AIJ(1993)에 의해 산정된 단 

강도를 Fig. 7에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구부가 없는 철근콘크리트 단벽 시험체의 단강도에 

해 ACI 318-14는 보수 으로 평가하는 반면 유한요소해석 

 AIJ(1993)는 비교  합리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 시험체들에 해 

본 논문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에서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 효과를 고려한 경우 단강도를 합리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ACI 318-14  AIJ(1993)의 

경우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단강도와 측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CI 318-14의 경우 개구부 면 에 

계없이 보수 으로 단강도를 측하 다. AIJ(1993)의 

경우 개구부 면 비가 30%인 시험체에 해서는 개구부의 

높이가 단벽의 높이와 동일함에 따라 단강도를 0으로 

산정한 반면, 개구부 면 비가 39%인 시험체에 해서는 

단강도를 오히려 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개구부의 형상에 따른 단강도에의 향을 강도감소계수가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를 보다 합리 으로 

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 

강도를 보다 합리 으로 측하기 해 개구부 주변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철근을 별도로 고려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정압축장 이론에 기반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개구부의 

유무에 계없이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를 

합리 으로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개구부 주변 철근들에 한 

정착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개구부 주변 정착길이 

내의 철근들은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 강도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구부 주변 철근의 정착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개구부 

주변 정착길이 내 철근들의 기여도를 무시한 유한요소 

해석이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단강도를 보다 유사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 ACI318-14  AIJ(1993) 기 은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 산정에 있어 다양한 크기  형상의 

개부부의 향을 합리 으로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5)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내용  결과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개구부를 신설한 경우, 개구부 주변 철근의 

기여도를 무시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 

강도를 보다 합리 으로 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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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를 산정하기 해 수정압축장 이론에 기반을 둔 비선형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철근콘크리트 단벽의 단강도에서 개구부의 향을 분석하기 해 개구부 주변 정착길이 내 

철근들에 한 철근비를 해석 모델에서 감소시켰으며,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기존 문헌에 제시된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검증되었다.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개구부 주변 철근들의 정착길이를 고려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철근콘크

리트 단벽의 단강도 측에 있어 개구부의 향을 잘 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행 설계기 들은 단강도

를 합리 으로 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향후 기존 철근콘크리트 단벽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단벽의 합리 인 단강도 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핵심용어 : 단벽, 개구부, 정착길이,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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