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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으로 인한 지반운동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물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

은 비교적 체계화된 내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5

년까지는 6층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가 적용되었

으며, 학교건축물과 같은 저층콘크리트 건축물은 국내 

내진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1-2). 따라서 기존 저층건축

물의 대부분은 지진 및 바람과 같은 횡력에 대한 고려

없이,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진발생시 큰 피해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저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조적채움벽은 칸막

이벽으로 공간구획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조적채움

벽체는 건축물의 강성 및 강도 등을 향상시키지만, 벽

체가 파괴된 이후에는 구조안전성이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비내진 상세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보-기

둥 접합부에 가해지는 복합응력에 대해 벽체파괴시 충

분한 내력과 변형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구조물은 취

성적 거동을 하기 때문이다3-7). 이러한 조적채움벽에 

따른 저층 콘크리트 건축물 구조거동의 특성은 조적채

움벽을 비구조체로 여겨 일반적으로 내진평가시 고려

하지 않는 국내와 달리 FEMA356(2000), Eurocode 8과 

같은 해외규정에는 콘크리트 프레임내 조적채움벽을 

별도의 구조형식으로 다루고 있다8-9). 또한 이러한 조

적채움벽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대각 스트럿 요소

(Diagonal Strut)로 주로 모델링을 한다10). 대각 스트럿 

요소는 가력에 따른 조적채움벽의 휨거동의 변화가 가

능한 장점이 있으며, 스트럿의 형태에 따라 중심스트

럿 및 편심스트럿모델을 제시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학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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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형 모델을 선정하여, 조적채움벽 유․무에 따

른 골조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FEMA356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적채움벽의 대각 스트럿법을 사용하

여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비내진 설계된 

기존 저층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계획 수

립함에 있어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고찰

2.1 기존연구

비내진 설계된 저층 콘크리트조 건축물은 주로 기둥

과 보로 구성된 모멘트 저항골조로 내부는 실내를 구

분하는 조적채움벽, 외부는 개구부의 조적허리벽으로 

되어 있다. 골조와 함께 사용된 조적조는 지진발생시 

건물의 응답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실험 및 해석

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란등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의 내진보강효과 검증을 위해 RC골조 및 조적채움벽, 

와이어, 철판, ㄷ형강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순수골조

실험체에 비해 조적채움벽 실험체의 최대모멘트는 보

는 158%, 기둥은 191%향상되었으며, 강성은 약 4배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최호는 콘크리트 블록채움

벽을 갖는 RC프레임에 대한 정적가력실험에서 1층 및 

4층을 대상으로 채움벽실험을 실시하였다. 1층 및 4층

의 채움벽 실험체 모두 압축측 기둥의 휨항복 후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으나, 계산시에는 전단파괴가 선행하

는 결과를 보여 실험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13). 골조와 

조적채움벽의 구속상태, 조적채움벽의 위치도 중요한 

쟁점이다. 신종학등은 조적채움벽의 구속에 따른 골조

의 거동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골

조와 채움벽의 경계접합부의 구속력을 향상시키면 프

레임의 손상이 현격히 감소되어 내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14). 조원선등은 조적채움벽의 위치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비선형 정적해석인 푸

쉬오버(Pushover)를 통한 내진성능평가를 하였으며, 윤

태호등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푸쉬오버를 통한 기

존실험과 비교․검토하였다15-16). 조적채움벽은 단변방

향의 등가 대각 가새 및 Wall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와 평균전단강도는 FEMA356을 

참고하거나 가정을 통해 설정하였다. 실험결과와 비교

한 해석값은 최대강도까지는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나, 

항복후 변형이 증가될수록 오차가 증가되어 실제거동

을 모사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기존연구고찰을 통해 비내진 설계된 학교건축물에

서 조적채움벽은 내력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변형능력

은 반대로 감소시키고 조적허리벽은 기둥의 단주화로 

전단파괴의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

분의 조적채움벽에 대한 해석은 푸쉬오버(Pushover)에 

의한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반복하중에 의한 소산에너

지 및 항복이후 하중저감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구조해석 모델

링시 조적벽체삽입에 따른 내력의 증가 및 연성의 감

소, 전단파괴 및 기둥의 단주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모

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2 철근콘크리트골조 및 채움벽의 성능기준

국내17-18) 및 미국8)은 성능기반 내진설계에서 건축물

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손상도(Damage)를 이용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골조에 대한 

성능레벨을 규정한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조적채움벽

에 대한 성능레벨을 일시적(Transient) 변형비와 영구

(Permanent)변형비로 Table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Table 1. 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and Damage(FEMA)

Performance level

Transient story 
drift ratio (%)

Permanent story 
drift ratio (%)

Frames Infill Walls Frames Infill Walls

S-1 (Immediate Occupancy) 0.5 0.1 - -

S-3 (Life Safety) 1.0 0.5 0.5 0.3

S-5 (Collapse Prevention) 2.0 0.6 2.0 0.6

손상도를 이용한 건축물의 성능레벨은 조적채움벽 시

공시 부재의 변형능력이 콘크리트 골조만 시공된 부재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의 개요

3.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비내진 설계된 철근콘크리트조 조적

채움벽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적용

되지 않은 3층의 학교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Fig. 1(a)는 실험에 사용된 건축물의 표준설계도를 나

타내며, 이 중 Y축 단변방향의 조적채움벽을 1/2스케

일로 제작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기준 실험체로 채움

벽이 시공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골조 실험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실험체의 크기는 Fig. 1(b)와 같이 기둥의 

단면은 200×250 ㎜, 보는 단면이 250×250 ㎜로 동일하

게 제작하였으며, 실험체의 변수 및 일람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적채움벽이 시공된 실험체에 들어가는 

조적개체는 시멘트벽돌로 하였으며, 일반 조적용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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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ction properties of specimens

Size(㎜) Main Reinforcement Transverse 
Reinforcement

Column 250×200 8-D10 D10@125

Beam-Center 250×250
6-D10

D10@125
2-D10

Bean-End 250×250
2-D10

D10@75
6-D10

Bottom member 400×350 4-D19 D10@200

(a) Standard model of specimen

(b) Specimen size

(c) NW (d) IW-RN

Fig. 1. Infilled wall specimens.

타르를 사용하여 0.5B 쌓기를 하였다. 0.5B쌓기는 벽돌 

반장 쌓기로 벽돌을 길이방향으로 한 장 놓는 것을 의

미하여 벽두께의 폭은 90 ㎜로 시공된다. 최종실험체

의 형태는 Fig. 1(c), (d)와 같다.

3.2 사용재료

실험에 사용한 콘크리트는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라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였

다. Φ100×200 ㎜원주형 공시체를 총12개 제작하였으며, 

28일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평균 17.5 MPa의 압

축강도를 보여 1988년 이전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의 건설연도별 콘크리트의 평균값인 18 MPa와 유사한 

Table 3. Concrete properties

fck (MPa) Slump (㎜) Gmax Size (㎜)

Specimen 17.5 120 25

Table 4. Rebar properties

fy (MPa) fu (MPa) εy(×10-6m/m)

D10 452.6 568.4 2602.8

D19 429.3 624.4 3165.9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 및 기둥에 사용한 철근은 SD400으로 주근 및 스

터럽으로 D10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바닥부분은 D19의 

철근을 사용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여 

KS B 0802에 따라 측정된 철근의 항복강도는 452 MPa

이며, 주근인 D10철근의 변형도는 일반적인 0.00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적채움

벽 실험체를 설치하였으며, Fig. 2(a)는 실험체의 설치

모습으로 바닥부재의 양단부는 볼트로 프레임에 실험

체를 고정시켰다. 500 kN 용량의 MTS사의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이용하여 변위제어방식으로 가력하였으

며, 하중은 Fig. 2(b)에서와 같이 총 9단계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3 사이클(Cycle)씩 총 27 사이클 반복하중

으로 실험체에 가력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

험체의 미소 움직임을 확인하고자 LVDT를 Fig. 2(c)와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a) Specimens set up

(b) Loading history (c) LVDT locations

Fig. 2.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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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양상

각 실험체의 최종파괴형태는 Fig. 3에 나타내었다. 

NW실험체는 비내진 설계된 RC골조 실험체로서 기둥

중앙의 휨균열 없이 보-기둥 접합부 및 기둥단부에 균열

이 집중되면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였으며, 보중앙에 휨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적채움벽이 시공된 IW-RN 

실험체는 횡변위비(Drift Ratio) 0.2%에서 기둥에 휨균열 

및 전단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0.7%에서 벽체에 사

인장균열이 발생되면서 최대내력에 도달 후 하중감소

가 나타났다. 특히, 보-기둥 접합부 뿐 만아니라 기둥단

부는 전단파괴, 조적칸막이벽체는 전도현상이 발생하

여, 구조적으로 취성적 거동 이어져 에너지소산에 있어

서 불리한 모습을 보였다. 

(a) NW

(b) IW-RN

Fig. 3. Crack occurrence and failure mode.

4.2 하중과 변위이력 곡선

하중-변위비의 관계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하중-

변위비 곡선은 실험체의 전체적인 거동특성을 나타내

며, 연성도, 강성저하, 소산에너지의 크기등 실험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19).

Fig. 4(a)는 골조실험체인 NW실험체로 변위비 증가

에 따른 내력의 증가․감소가 IW-RN실험체에 비해 천

천히 발생하여 횡변위비 2.0%에서 77.9 kN의 최대내력 

도달 후 하중감소가 나타났다. IW-RN실험체의 경우 

(a) NW (b) IW-RN

Fig. 4. Relationship between lateral force and drift ratio.

Fig. 4(b)와 같이 조적채움벽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최

대내력이 설치전에 비해 2.33배 증가하여 172 kN의 최

대내력을 보였으며, 이때의 횡변위비는 0.7%였다. 최

대내력도달 후 모서리벽돌의 파괴, 벽체의 사인장 전

단균열이 발생하여 채움벽실험체는 급격히 하중감소

가 나타나, 채움벽 설치에 따른 연성능력 저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4.3 유효강성감소곡선

유효강성은 각 사이클의 정(+)방향의 최대지점과 부(-)

방향의 최대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 된다20). 

일반적으로 유효강성은 횡변위비가 증가될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실험의 결과는 Fig. 5(a), (b)에 

나타나 있다.

(a)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stiffness and drift ratio

(b) stiffness reduction ratio 

Fig. 5.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stiffness and drift ratio.



박병태⋅권기혁

J. Korean Soc. Saf., Vol. 32, No. 1, 201770

초기강성이 가장 낮은 NW실험체는 횡변위비 0.5%

에서 9.1 kN/㎜를 보였고, 조적채움벽이 설치된 실험체

는 46.6 kN/㎜의 강성을 보였다. 조적채움벽의 사인장

균열이 발생되고, 하중이 감소하는 횡변위비 0.7%에서

는 골조실험체는 4.59 kN/㎜, 채움벽있는 실험체는 각

각 16.6 kN/㎜로 가력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실험체의 

강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강성감소의 

원인은 RC골조의 균열증가, 조적채움벽의 전도, 균열 

및 단부파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조

적채움벽 설치시 강성의 저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IW-RN실험체는 초기강성대비 횡변위비 2.5%에서 

약 14%의 강성을 보여 빠른 강성저감을 확인하였다.

4.4 에너지소산능력

에너지소산능력(Energy dissipation capacity)은 지진

발생시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에너지를 구조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물은 

에너지소산능력이 우수하도록 설계해야하며, 본 연구

에서 계산된 에너지 소산양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에너지 소산양은 각 변위비의 첫 번째 사이클의 

하중-변위곡선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비내진 설계된 골조실험체 NW는 보-기둥 접합부에 

첫 균열이 발생된 횡변위비 0.5%에서 에너지소산양이 

(a) Energy dissipation

(b)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Fig. 6. Energy dissipation capacity.

증가하면서 이 후 큰 폭의 증가 없이 균열의 확장과 더

불어 일정하게 소산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횡변위비 2.5%에서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조적채움벽이 시공된 IW-RN실험체는 기

둥에 휨균열 및 전단균열이 발생한 횡변위비 0.2%에서 

에너지소산양이 증가되면서 벽체에 사인장균열이 발생

한 횡변위비 0.7%부터 급격한 소산에너지가 증가하였

으며, 벽체의 전도가 관찰되는 변위비 2%에서 1659 kN 

․㎜의 최대에너지소산을 보인 후 큰 폭으로 소산에너

지 양이 감소되었다. 실험이 종료된 횡변위비 3.0%에서

의 누적 에너지소산양은 각각 3,774 kN․㎜, 6,618 kN․

㎜나타나 조적채움벽 시공시 에너지소산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4.5 유효강성감소곡선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는 

연성은 크게 변위연성(Displacement Ductility)과 에너지

연성(Energy Ductility)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연성

도는 변위연성도를 의미한다. 변위연성도는 식 (1)과 

같이 구조물의 항복변위(Δy)와 극한변위(Δmax)의 비로 

계산하며, 항복변위와 극한변위의 결정은 국내․외 연

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ark과 Priestley er al.이 제

한한 방법을 사용한다21-22). 항복변위는 최대내력(Vmax)

의 75%에 해당하는 하중과 곡선이 만나는 교점을 항

복변위로 결정하며, 극한변위는 최대내력도달 후 하중 

감소가 시장된 후 85%에 해당하는 변위를 극한변위로 

정의하였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NW실험체의 부(-)방향 

가력 연성도는 3.1, IW-RN실험체는 2.7으로, RC프레임 

실험체에 비해 조적채움벽이 설치시 연성도는 약 13% 

감소를 보였다. 이는 조적채움벽 시공으로 내력은 증

가하고 연성이 감소하는 앞선 기존연구 및 기준과 일

치하였다.

 

max
항복변위
극한변위

(1)

Fig. 7. Ductility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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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선형 정적해석

5.1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골조와 조적채움벽 실험체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3

차원 해석프로그램인 Seismostruct23)를 이용하여 실험

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본 논문과 유사한 크기를 

갖는 조적허리벽 실험체를 추가적으로 해석을 수행하

였다. Seismostruct는 기하비선형(Geometric nonlinear) 

및 재료비탄성(Material inelasticity)을 고려하여 정적 또

는 동적하중에서 골조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해석 

프로그램으로 국외연구자를 통해 그 신뢰성이 검증되

었다24-28). 특히 기둥, 보, 벽, 보-기둥 접합부등과 같은 

구조요소 뿐만 아니라 비구조요소(Infill panel, energy 

dissipating devices, inertia masses), 경계조건의 차이

(flexible foundation, seismic isolation, structural gapping/ 

pounding)등에 관한 모델링이 가능하여 지진공학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 Discretization of a RC section

(b) Compression/tension strut (c) Shear strut 

(d) NW (e) IW-RN 

(f) IW-PN

Fig. 8. Modelling of specimens(adapted from seismosoft).

비내진 설계된 RC골조의 보, 기둥 부재는 Fig. 8(a)와 

같이 파이버 부재(Fiber element)를 모델로 한 Inelastic 

plastic hinge frame element로 모델링하였으며, 조적채움

벽은 Fig. 8(b), (c)와 같이 대각 스트럿 부재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파이버 힌지 모델은 철근콘크리트의 수

치해석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유효성이 검증

되었다.

앞선 RC골조 및 조적채움벽 실험외 해석모델의 검

증을 위해 이영학 등6)에서 수행한 조적허리벽 실험체

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체의 최종 모델링형상

은 Fig. 8(d), (e), (f)와 같다. 

대각 스트럿의 폭은 조적채움벽의 강성 및 강도를 결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FEMA356에

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식 (2), (3)의 값을 적용하였다. 

 
 (2)

  

sin





(3)

여기서, a는 스트럿의 폭, λI는 스트럿의 폭 산정시 

필요 계수, hc은 채움벽 상하보 사이의 기둥높이, hwall

는 조적채움벽의 높이, Ec는 골조재료의 탄성계수, Em

은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Ic은 기둥의 단면2차모멘트, 

rwall는 조적채움벽의 대각길이, twall는 조적채움벽과 등

가 스트럿 두께, θ는 조적채움벽의 높이/길이의 tan-1의 

비를 나타낸다.

Table 5. Section properties of specimens

Parameters Curve properties Full / Partial

Strut curve

Initial Young modulus (Em) 1034000 

Compressive strength (fm) 957

Tensile strength (ft) 0.01 / 0.008

Strain at maximum stress (εm) 0.0011

Ultimate strain (εu) 0.0135

Closing strain (εcl) 0.003 / 0.002

Strut area reduction strain (ε1) 0.0004

Residual strut area strain (ε2) 0.0008

Starting unload stiffness factor (γun) 2

Strain reloading factor (αre) 1.5

Strain inflection factor (αch) 0.6

Complete unloading strain factor (βa) 2.0

Stress inflection factor (βch) 0.7

Shear curve

Shear bond strength (τ) 50

Friction coefficient (μ) 0.2

Maximum shear strength (τMAX) 200

Reduction shear factor (αS) 1.6

단, length : m. Force : kN, stress :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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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3.2절의 사용재료에 

나타나 있는 실험결과를 사용하였고, Table 5는 스트럿 

곡선모델 및 전단 곡선모델의 특성점 하중(채움벽의 

압축강도 (fm), 인장강도(ft), 최대응력에서의 변형 및 극

한변형(εm, εu), 제하강성(Unload stiffness factor, γ), 재

하변형(Strain reloading factor, α), 제하변형(Unloading 

strain factor, β))을 나타내며, 해석에 적용 후 실험값과 

비교․분석을 통해 실험결과의 정확한 모사가 가능하

도록 Crissafulli 및 FEMA356에서의 조적 물성치를 참

고하여 조적벽의 압축, 인장, 전단강도 및 탄성계수를 

조정하였다29). 가력은 실험과 동일한 가력이력으로 하

였으며, 가력위치는 보중앙에 변위제어로 실시하였다.

5.2 해석모델 검증

해석에 따른 실험결과와 비교는 Fig. 9에 나타내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한 

실험체의 이력거동과 실제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해

석시에는 정(+)가력과 부(-)가력의 결과가 대칭을 이루

나, 실험체는 비대칭이다. 이는, 실험체의 정가력(액츄

에이터의 직접가력)과 부가력(고력볼트의 인장력)의 

(a) NW

(b) IW-RN

(c) RMN

Fig. 9. Comparison between analysis and test results.

가력방식에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실험결과와 이력거동

을 비교한 결과 RC프레임 골조인 NW실험, 조적채움

벽이 시공된 IW-RN실험체 뿐 만아니라 조적허리벽 실

험체(RMN) 모두 이력거동을 잘 모사함을 확인하였다.

즉, 실험체 NW의 경우, 해석결과에 의한 하중은 정

(+)가력과 부(-)가력 모두 최대내력 도달 후 일정한 감

소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가력시의 하중

과 변위비의 관계는 좋은 대응관계를 나타났다. Fig. 

10(a)와 같이 실험체의 파괴양상 또한 실험과 동일하게 

기둥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였으며, 보는 탄성상태를 

유지하였다. 손상도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시 즉시거주

(S-1)수준에서 항복이 나타났으며, 이후 붕괴방지(S-5)

수준까지 심각한 하중감소는 실험 및 해석에서 나타나

지 않았다. IW-RN실험체는 실험결과보다 해석에 의한 

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도달한 최대내력 및 하중

감소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FEMA에서 제시

된 식을 이용하여 조적채움벽의 강성 및 강도값을 적

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복하중에 따른 조적채

움벽의 대각 스트럿 모델의 강도저감이 실험체의 파괴

로 이어졌고, 이러한 조적채움벽은 횡변위비 2%에서 

(a) Column of NW (b) Beam of NW

(c) Column of IW-RN (d) Masonry of IW-RN 

(e) Column of RMN (f) Masonry of RMN 

Fig. 10. Analytical fracture shap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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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에 의한 완전 파괴가 발생하면서 이후 RC프레임

에 의해서만 거동 하고 있음을 Fig. 10(d)를 통해 알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프레임에 조적개체를 부분적으로 

시공한 조적허리벽 실험(RMN)실험체는 기둥에 단주효

과가 발생하면서 조적허리벽 기준으로 기둥상부에서 

강도저감이 발생하였고 조적허리벽에서는 파괴가나 

발생되지 않음을 Fig. 10(e), (f)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적채움벽의 해석모델

이 실제 거동을 잘 모사할 뿐만 아니라, 조적채움벽의 

파괴이후 하중저감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

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1980년대 학교

건축물의 단변방향의 조적채움벽 유․무에 따른 구조

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자 실험체를 제작하여 정적

반복가력시험과 비선형 정적해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RC프레임으로 된 실험체 NW는 보-기둥 접합부

의 균열이 집중되며, 소성힌지 발생으로 인해 파괴되

었으나, 조적채움벽이 시공된 IW-RN실험체는 보-기둥 

접합부의 파괴와 더불어 기둥의 전단파괴가 발생하면

서 실험체가 파괴되었다.

2) 조적채움벽 설치에 따른 내력의 증가는 정(+)가력

시 2.33배, 부(-)가력시 2.2배 증가하여 내력은 큰 폭으

로 증가하였으나, 연성도는 87%로 감소하여, 조적채움

벽 설치에 따른 구조물의 연성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3) Fiber모델에 근거한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에 의한 

하중-변위비의 관계는 실험결과를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내진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해

석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비선형 거동을 확인한 결

과, 조적허리벽은 기둥의 전단파괴, 조적채움벽은 벽체

의 전단파괴가 구조물의 취성적 거동을 발생시킴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채움벽 시공시 면외전도 및 파괴를 

방지한다면 더 높은 내진성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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