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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oes by purpose that propose shear resisting force equation of reinforced masonry wall that is 

reinforced by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based on result that is noted through cyclic loading of 

masonry wall and a shaking table experiment of mock that reflect identifying marks of masonry building 

which is constructed in domestic. It was Rocking mode to dominate failure of masonry wall in the 

experiment results, and the equations of UBC show the most resemblant value with experiment results. 

Through this study, propose the shear force equation of GFRP strengthened masonry wall as following.  

V n=0.02An f
'
m+0.022b gh g(1+2α)

3 f g  (N/㎟)

key words : GFRP, masonry building, masonry wall, shear strength, shear resisting force

요   지

본 연구는 국내에 시공된 조적조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한 조적벽체의 반복가력과 모의진동대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리섬유로 보강된 보강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결과, 개구부가 없는 조적벽체의 파괴를 지배하는 모드는 Rocking이였고,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개구부 

주변에 균열이 집중되었다.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은 UBC에서 제시한 식이 실험과 가장 유사한 값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되어지는 유리섬유 보강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은 다음과 같다.  

V n=0.02An f
'
m+0.022b gh g(1+2α)

3 f 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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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e-mail: khkwan@uos.ac.kr)
**  정회원 ․ 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1. 서  론  

벽돌을 사용한 형식의 조적조 건축물은 기둥이 없

는 벽식구조로서 어느 정도의 수직하중에 대한 강성

을 보유하고 있어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과 같은 정적

하중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가지지만, 지진하중 및 풍

하중과 같은 횡하중에 대한 연성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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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연구는 비보강 벽체에 대한 연구와 내진 보강

된 벽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조

적벽체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방법은 국

외에서는 다수 제안․시공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시공례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적벽체의 보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국내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유리섬유를 이용

한 보강법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써 보강된 벽체의 전

단내력식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실  험

2.1 벽체실험

벽체 실험체는 벽체 상하부에 슬래브를 설치하여 

각 2개조로 제작하였다. 1개조의 실험체는 보강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나머지 1개조에는 유리섬유를 보강

하였다. 실험에 앞서 실제  조적건축물과의 상사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가질량을 사용하여 실험체를 설

치하였고 변위계 및 가속도계를 실험체에 부착하여 실

험 시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도록 하

였다. 각각의 실험체에 대하여 변위 증분에 따른 반복

가력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중 발생한 실험체의 

균열 및 손상현상을 조사하였다. 실험체의 형상 및 개

요는 그림 1, 2와 표 4에 나타내었고, 재료실험에 대

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내었다. 

2.2 모의진동대실험 

모의진동대 실험체는 1/2로 축소하여 2개조로 제

작, 1개조는 유리섬유를 보강하였고 나머지 한 개조는 

비보강 조적조로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개요와 형상은 

표 5와 그림 3, 4에 정리하였다. 원형 실험체와 축소 

실험체간의 상사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가질량을 

실험체에 설치하였으며, 실험에 앞서 변위계 및 가속

도계를 실험체에 부착하였다. 실험은 1952년 캘리포

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Kern County  지진파(Taft)

를 입력지진파로 하여 예상 지진가속도를 단계별로 증

가하면서 진동대에 의한 동적실험을 실시하였다.

(a) RS1 실험체

(b) RS2 실험체 

(c) RS3 실험체 

그림 1. 반복가력 실험체

(a) 유리섬유 보강

  

(b) 실험체 설치 (정면)

  

(c) 실험체 설치 (측면)

그림 2. 실험체 및 셋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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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벽돌 실험 결과

압축강도
(N/mm2)

탄성계수 
(N/mm2)

포아송比

16.5 977.2 0.25
   

표 2. TYFO SEH51 접합재(에폭시＋유리섬유)의 물성치

인장강도
(N/mm2)

인장탄성계수
(N/mm2)

파단변형률
(%)

두께
(㎝)

510 2.57×104 2.0 ~ 3.0 0.13

표 3. 프리즘 실험 결과

실험체
부착강도
(N/mm2)

압축강도
(N/mm2)

탄성계수
(N/mm2)

3켜 0.22 11.2 1183

4켜 0.19 11.1 1553

平均 0.21 11.1 1368
   

표 4. 벽체 실험체의 개요

실험체 벽두께
전면적
(cm2)

개구부 
비율(%)

크기 형상비 비고

S1

1.0B 28,192

0

실물의
1/2

2

비보강S2 12
S3 30

RS1 0
유리섬유

보강
RS2 12
RS3 30

(a) RA형 실험체 가력 방향

W3

W3

200

6

가
력
방
향

150

W4

가
력
방
향

W4

W1W2W2W1

유리섬유
 보강재

12
0

12
0

24
0

   

(b) RB형 실험체 가력 방향

200

가
력
방
향

W3

6

W4

12
0

24
0

W4

12
0

가
력
방
향

W3

W1 W2 W2 W1

유리섬유
 보강재

그림 3. 모의진동대 실험체

(a) A형 실험체 전경

    

(b) B형 실험체 전경

그림 4. 실험체 사진

표 5. 모의진동대 실험체 개요

실험체 벽두께 벽량 형태 크기 비고

A형 0.5B
1층 : 0.049

주거형

실물의
1/2

비보강
2층 : 0.049

B형 0.5B
1층 : 0.048 주상

복합형2층 : 0.065

RA형 0.5B
1층 : 0.049

주거형 유리
섬유
보강

2층 : 0.049

RB형 0.5B
1층 : 0.048 주상

복합형2층 : 0.065

2.3 실험결과

2.3.1 벽체실험

반복가력실험은 보강여부에 관계없이 개구부가 없

는 실험체들은 벽체내부에서 거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벽체와 슬래브 접합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진

전되어, 결국 균열부위에서의 슬라이딩과 벽체가 전체

적으로 회전하게되는 Rocking 거동에 의한 균열손상

형태를 보 다. 개구부가 있는 실험체들은 응력이 집

중하는 개구부주위에서 경사방향으로 균열이 진전되

어 전단파괴 되었고, 개구부 주위를 유리섬유로 보강

한 실험체들은 보강하지 않은 실험체보다 유리섬유의 

향으로 균열의 진전이 느리고 다소 억제되었다. 벽

체를 전면보강한 실험체에서는 보강전 파괴형상과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개구부 주위로부터 균열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랐다. 또한 벽체내부에 

경사방향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도, 벽돌자체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고 벽체와 슬래브 접합면 및 모르타르 줄

눈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 다. 벽체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그림 6∼8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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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실험체

    

(b) S2 실험체

(c)  RS1 실험체

    

(d) RS3 실험체

그림 5. 벽체실험 파괴형상

            

 그림 6. 유리섬유보강시의 최대전단내력 증가율      그림 7. 전면보강한 실험체(A,C)의 전단내력 비교

(a) 비보강

      

(b) 유리섬유보강

그림 8. 싸이클별 최대수평하중

2.3.2 모의진동실험결과

비보강 실험체인 A형과 B형 실험체는 4~5단계

(0.2g~0.3g)사이에서 최종 파괴가 일어났고, 유리섬

유로 보강한 실험체인 RB형은 7단계(0.5g)에서, RA

형은 8단계(0.55g)에서 최종파괴가 일어났다. 따라서 

지진피해를 입은 조적조 건축물을 유리섬유로 보강하

였을 때, 실험체는 비보강 실험체의 종국손상 시점인 

0.2g에 비하여 0.5g와 0.55g 사이에서 종국붕괴형상

을 보임으로서 3배 이상 내진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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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단계별 균열 및 파괴형상

단계 A형 B형 RA형 RB형

1 반응없음 반응없음 반응없음 반응없음

2 반응없음 반응없음 반응없음 반응없음

3 면외벽체균열 면외벽체균열 반응없음 반응없음

4 면내벽체균열 면내벽체균열 반응없음 반응없음

5 파괴 파괴 반응없음 면내벽체균열

6 면내벽체균열 비보강벽체파괴

7 비보강벽체파괴 보강벽체파괴

8 보강벽체파괴

(a) 최종단계 2층 바닥 변위 (b) 단계별 최대 층간 변위

0.0

0.5

1.0

1.5

2.0

2.5

3.0

0 1 2 3 4 5 6 7 8

단     계

D
ri
ft

 (
%

))

A형실험체

RA형실험체

B형실험체

RB형실험체

Life
Safety

Immediate
Occupancy

  

(c) 최종단계 밑면전단력 (d) 밑면전단력과 변위 관계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0 .0 0 .5 1 .0 1 .5 2 .0 2 .5 3 .0

Drift (%)

밑
면

전
단

력
(k

g
f)

A형 실 험 체

R A형 실 험 체

B 형 실 험 체

R B 형 실 험 체

그림 9. 모의진동대 실험결과

유리섬유로 보강한 실험체는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Rocking 거동이 관찰되었으며, Rocking 거동 이후에 

Pier 하부 끝단에 압축파괴, 즉 Toe 파괴를 보였다. 

비보강 실험체의 경우 균열이 1층에 집중적으로 나타

났으나 유리섬유로 보강한 실험체는 1층과 2층 벽체

에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균열이 분포하였다. 이것은 

유리섬유보강으로 인하여 1층과 2층이 일체화되어 1

층과 2층이 같이 거동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Pier 부

분의 보강으로 인하여 Pier 부분은 균열이 적었으나 

개구부 인방의 중앙부분에 집중적으로 균열이 발생하

였고, 보강되지 않은 벽체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여 

먼저 파괴가 일어났다. 하중 단계별 균열 및 파괴양상

을 실험체별로 정리하여 표 6에, 그림 9에는 실험에서 

얻어진 각 변위값과 전단력값을 정리하였다.

3. 면내벽체의 전단내력식 제안 

3.1 지진에 의한 파괴성상 및 기존 전단강도식 

고찰

조적조 건축물은 하중을 지지하는  조적벽체와 바

닥을 이루는 격막(diaphragm)으로 구성되어있다. 조

적조 건축물에 지진하중이 가해지면 건축물의 기초는 

지진하중에 가장 강성이 큰 면내벽체로 전달한다. 면

내벽체에 의해 흡수되고 남은 나머지 지진하중은 격

막에, 격막은 다시 지진하중을 면외벽체에 전달한다. 

격막이 비강체이면 면외벽체는 면내벽체의 변위보다 

더 큰 변위를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적조의 지진

피해는 ① 벽체와 바닥사이의 균열 ② 코너와 벽체의 

연결부에서 균열 ③ 면외벽체의 파괴 ④ 인방보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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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펫의 균열 ⑤ 면내벽체의 대각선 균열 ⑥ 면내벽체

의 일부 파괴 ⑦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 붕괴 순서

로 진행된다.

횡하중을 받는 면내 수직벽체의 거동형상과 전단강

도식은 FEMA 273 및 306의 문헌으로부터 표 7과 

같이 연성거동형태에 따라 수평줄눈의 미끌림파괴

(Bed joint sliding)와 Rocking파괴로 나뉘고 취성거

동형태에 따라 사인장파괴 (Diagonal tension)와 

Toe파괴(Toe crushing)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표 8은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에 대한 기

존 식들은 정리한 것이다. 

4.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 검토 및 

제안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을 검토함에 있어 각 

기준별 전단강도와 실험에 의한 전단내력을 비교하여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표 7. 파괴거동과 그에 따른 전단강도식 (FEMA 273, 306)

거  동 강 도 식

전단파괴  Vbjs=v meAn=

ꀌ

ꀘ

︳︳︳︳
0.75(0.75v te+

PCE
An
)

1.5

ꀍ

ꀙ

︳︳︳︳An

( vme  : 조적 전단강도, PCE  : 수직 축하중, vte  : 수평줄눈 전단강도, An : 줄눈 단면적)

Rocking파괴 Vr=0.9αPCE(
L
h eff
) (α :  단부조건에 따른 계수,  L : 면내벽체길이, heff : 면내벽체높이)

사인장파괴 Vdt=f
'
dtAn(

L
h eff
) 1+

f a

f
' dt

   (f a : 수직압축응력,  f d t  : 조적개체 사인장강도)

Toe파괴 V tc=αP CL(
L
h eff
)(1-

f a

0.7f 'm
)  (α  : 단부조건에 따른 계수, PCL : 수직 축하중)

표 8. 기존 비보강 전단내력식

Code 전단내력식

이원호 교수  
제안식

 V r=αP(
l
h
)(1-

f a

1.17f 'm
)

 fa : 압축응력,  P : 축하중  f'm:  조적벽체의 압축강도

 α: 경계조건(0.5 : 고정단-자유단, 1.0 : 고정단-고정단)

국내 기준식
및 UBC 97

비보강조적조의 공칭전단강도(강도설계법) KBC-05

- 0.125 f 'mA n (단위, N,mm)

- 2.65An
- 2.86An + 0.3Ny (완벽하게 충전되지않은 막힌줄눈쌓기/완벽하게 충전된 통줄눈 

개방형조적조)
- 4.08An + 0.3Ny (완벽하게 충전된 막힌줄눈)
- 1.05An + 0.3Ny (완벽하게 충전된 통줄눈쌓기 비개방형 조적조) 중 최소값을 사용  

허용응력설계시 허용전단응력

    F v=0.025 f
'
m+0.2f md 단위 (N,mm)  fmd  : 고정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FEMA 178

- 벽체 전단강도 : Va=vmAn/1.5
- Rocking 강도  : Vr=0.9PDD/H  중 최소값을 사용

여기서  조적벽체의 전단강도 vm은 다음값 중 작은값으로 한다.

v m=0.56v te+
0.75PD
An

  ,  v m=0.8f sp+
0.5PD
An

vte = 모르타르전단강도, f sp=  조적벽체의 인장분할강도, PD= Pier상부에 작용한 

고정하중

An=순 모르타르(그라우트) 단면적

또는 다음값 중 최저값으로한다

   2.5 f 'm(단위: psi),  200psi,  25psi + 0.75P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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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MA 178에의한 설계전단강도와 

        실험전단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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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EMA 273에 의한 설계전단강도와 

        실험전단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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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BC에 의한 설계전단강도와 실험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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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외 기준식과 실험결과의 비교

이상과 같이 기존 이론식에 의한 비보강 조적조의 

설계용 전단내력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존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의 실험결과에 의한 전단내력을 비교한 

결과 UBC CODE의 허용전단응력에 의한 전단내력값

이  실험에 의한 전단내력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

으나, 안전율을 고려하면 실제적 적용에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된다.

비보강 조적벽체의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현재

의 설계기준과 다르게 과거에 시공된 현존하는 비보

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V m=0.02An f' m ( 단위 N/mm2)           (1)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단내력 값을 Vm으로 정하고, 

Vm의 기본적 변수는 순모르타르 면적(An)과 조적벽

체의 압축강도( f' m)으로 하면, V m=a․An f' m이 

되고 이 식에서 계수 a는 비보강 시험체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각 시험체별 값을 평균하여 구하면, 0.02란 값

이 얻어진다. 

제안식과 그림 11에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하였

다. 이 그림에서 제안된 식이 실험결과에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벽체실험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안전율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모의진동대 실험결과와 근접되

어있어 적절한 안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a) 비보강 조적벽체 제안 전단내력와 실험전단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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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보강  조적벽체 제안 전단내력와 실험전단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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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보강 조적벽체의 제안된 전단내력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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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벽체 실험체별 제안 전단강도식과  

           실험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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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건물 실험체별 제안 전단강도식과 

           실험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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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리섬유로 보강한 조적벽의 전단내력식 

제안

일반적으로 보강 조적조의 전단내력은 비보강 조적

조의 전단내력과 보강 조적조의 전단내력의 합으로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Vn = Vm + Vf                              (2)

여기서 Vn : 보강 조적조의 전단내력

       Vm : 비보강 조적조의 전단내력

       Vf : 보강에 의해 증가된 전단내력

즉, 보강효과에 의해 증가된 전단내력은 보강조적조

의 전단내력에서 비보강 조적조의 전단강도를 제외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값은 실험결과로부터 Pier 

구간에 보강한 유리섬유의 내력 및 부착량에 비례하

여 유리섬유로 보강한 조적조의 전단내력이 증가하며, 

개구부비율이 큰 실험체일수록 유리섬유 보강에 의한 

전단내력의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남으로, 이를 고려한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Vf 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게 된다.

Vf=Vn-Vm=a'․bg․hg․A․ fg         (3)

여기서  a' : 계수, A : 개구부율의 영향도 계수

(계수 a'와 A는 실험결과를 통해서 얻어진다)

bg : 유리섬유 폭, hg  : 유리섬유 높이

fg  : 유리섬유의 설계파단인장강도(N/mm2)  

개구부율의 영향도를 고려하는 A는 개구부율에 따

라 보강효과가 증대됨으로 개구부(α≦0.3)를 변수로 

하여, 1보다 큰 값을 갖으며 개구부율의 변화와 증가

율의 변화를 비교하여 (1+2α) 3의 형태로 정의한다. 

계수a'는 실험체별로 제안식을 대입하여 얻어진 각 계

수값을 평균하여 얻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Vf는 다음과 같다.

Vf=0.022b gh g(1+2α)
3 f g             (4)

여기서, α  : 면내 벽체 개구부 비율 (개구부면적/벽체

면적, α≦0.3)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유리섬유로 보강된  조적벽

체의 전단내력 제안식은 다음과 같다.

Vn=0.02An f' m+0.022 b gh g(1+2α)
3 f g   

 (5)

(다만; Vn≤0.35An 이며, f m  및 fg  의 단위는 

(N/mm2) 

제안된 식은 벽체의 한계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전

단내력을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설계시에는 적절한 

안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상비가 2/1(길이/

높이)을 초과하는 sliding파괴나 축응력이 전단력에 

극히 클 경우, 면외응력과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존 비보강 조적조 건축물의 

실험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비보강 벽체실험과 모의진동대실험을 통해 개

구부가 있는 벽체는 Pier부에 파괴가 집중되며, 

전반적인 파괴거동는 Rocking모드에 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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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다. 

(2) 비보강 벽체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전단강도를 

기존이 외국 기준식과 비교한 결과 UBC에서 

제안한 전단강도식이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한 

값을 갖으나, 적절한 안전율을 고려하여야 한

다. 

(3) 보강 조적조의 전단강도식은 비보강 조적벽체

의 전단강도와 보강에 의해 증가된 강도를 합

한 것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실험결과를 분석하

여 다음 식으로 증가된 강도를 구할 수 있으나,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Vf=0.022 b gh g(1+2α)
3 f g      (N/mm2)

(4) 국내에 시공된 저층 조적조 건축물 벽체를 유

리섬유로 보강한 경우의 전단내력식은 다음 식

과 같이 제안된다. 

   V n=0.02A n f
'
m+0.022b gh g(1+2α)

3 f g 

(N/mm2)

이 식의 적용에 있어서 본 연구의 벽체와 다른 조건

일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율을 고려하여야하며, 향후 

지진시의 비보강 벽체에 대한 모의진동대실험이 추가

적으로 수행되어 적절한 안전율을 갖는 전단내력식의 

수정이 필요하고 면외변형과 같은 추가적 항목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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