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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경주 및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물 내진성능에 대해 많은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인 학교시설물은 재난 발생 시 피난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시설

물은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지진발생

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내진 학교시설물은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

계되었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구조부재의 설계 시 내진상세없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횡보강근만 사용되었고,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비구조체로 분류되어 설계

시 하중으로만 고려되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조적벽이

횡력에 저항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장변방향의 경우 조적허리벽의 상부기둥에

서 단주효과로 인한 기둥의 전단파괴가 다수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조적

벽은 구조물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의 횡력 저항능력

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 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

여 해석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물의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조적벽과 기둥의 비탄성거동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비선형

해석을 통해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석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내진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은 2018년 교육부에서 고시된 “학교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과 해외기준인 ASCE 41-13, FEMA 356등 이 있다.

기둥은 세기준 모두 각기 다른 유효 휨강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단강성감소효과

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단력에 기여가 큰 전단파괴형 기둥은 횡력이 증가

함에 따라 전단균열로 인한 전단강성감소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둥의

전단강성감소를 고려하기 위한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전단강성감소계수와 다양한

매개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여 축방향 하중비율을 변수로 하는 전단강성감소계수 식

을 제안하였다. 조적벽은 기준 및 지침,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료특성 식들이 제안

되었다. 재료특성은 프리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전단강도 등이 있으며, 조적벽

해석모델의 강도 및 강성을 산정하는 주요 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재료특성식에

따른 값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이로인한 기둥의 단주효과 유발 및 구조

물의 거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적벽 재료특성식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적벽 파괴강도 예측 및 인접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MIDAS Gen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둥 및 조적벽 실험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둥은 축력비 30%이하의 전단파괴가 발생한 37개 실험

체, 조적벽은 국내 비보강 조적벽을 대상으로 한 6개 실험체를 선정하였다. 단조가

력해석을 통해 기둥 및 조적벽 해석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반복가력해석을

통해 지진력 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력거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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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검증결과 기둥은 강성 및 항복변위 등 실험체 거동을 상당히 잘 모사

하여 제안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조적벽은 Analysis Case 2(프리즘

압축강도 : FEMA 356, 탄성계수 : 이원호 등, 전단강도 : FEMA 356)의 경우

강도 및 강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Analysis Case 1(프리즘 압축

강도 : 이원호 등, 탄성계수 : FEMA 356, 전단강도 : 이원호 등)은 최대내력 및

강성을 상당히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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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적벽 균열 (b) 기둥 전단파괴

그림 1.1 학교시설물 국내지진 피해 사례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의 경주 및 포항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물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88년에 최초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내진설계의 적용대상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00,00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범위는 2005년에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되었

고, 2017년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내진설

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특히 공공시설물인 학교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규정에 의한 재난 대피시설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충분한 내진성

능을 요하고 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정립되기 이전의 건물로서 표

준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이며, 단

변방향으로는 조적채움벽, 장변방향으로는 조적허리벽이 배치되어있다. 비내진 학

교시설은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구조부재 설계시 내

진상세없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 횡보강근만 사용되었고, 조적채움벽 및 조적허

리벽은 설계시 비구조체로 분류되어 하중으로만 고려되어왔다.

하지만, 그림 1.1[34, 35]과 같이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조적벽이 횡력에

저항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장변방향의 경우 조적허리벽의 상부기둥에 단주효

과로 인한 기둥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조적벽은 구조물 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의 횡력 저항능력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좌우

하기 때문에 기둥 전단파괴 발생 시 구조물 전체의 취성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시 기둥의 전단거동과 조적벽 축거동을 정확하

게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적벽과 기둥의 비탄성해석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비선형해석을 통해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를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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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와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물에 대해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비탄성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둥은 전단강성감

소계수를 적용하여 횡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기둥의 전단유효강성을 예측하

고, 조적벽은 다양한 재료강도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적벽 파괴강

도 예측 및 인접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현재 학교시설물 내진성

능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상용프로그램 MIDAS Gen을 이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실

험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내진성능평가법과 비교, 분석하여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둥 및 조적벽에 대한 선행연구, 본 논문에서 진

행하고자 하는 연구 범위와 방법 및 내용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 및 해외기준, 현재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비선형 해석방법 및 부재의 유효강

성, 강도, 변형능력 등 모델링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행방법의 한계 및 문

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 상용해석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둥 비탄성해석모델 제안과 전단력,

휨 비탄성스프링 매개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조적벽 비탄성해석모델 및 모델링방법

과 축력 비탄성스프링 매개변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된 해석모델을 적용하여 기존의 실험연구로부터 수집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단조가력 및 반복가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조가력해석을 통해 해석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반복가력해

석을 통해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해석 및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

대내력 및 항복변위, 파괴변위비의 오차로 나타내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 3 -

제 2 장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2.1 내진성능평가 기준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018년 교육부에서 개정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MOE

2018’)”[1]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선형해석, m계수 정적 및 동적해석, 비선형 정

적 및 동적해석으로 구분되어있다. 선형해석은 건축구조기준(2016)과 구조설계에

서 사용하는 선형해석기반의 설계기준과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학교시설에 대

한 신속한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으며, 부재의 강도비(Capacity

to Demand Ratio, CDR) 계산을 통해 건물의 보유 성능지수를 산정하여 구조물

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선형해석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비교대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림 2.1 에서는 m계수 정적 및 동적, 비선형해석을 수

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MOE 2018에 제시된 부재별 m계수, 부재별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그림 2.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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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MA 356 / ASCE 41-13

2010년 고시된 “FEMA 356”[3], 2017년 고시된 “ASCE 41-13”[4]은 미국의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기준으로서 MOE 2018과 유사하게 선형 정적

및 동적해석, 비선형 정적 및 동적해석으로 구분되어있다. 단, 선형해석은 CDR로

평가하는 MOE 2018과 달리 m계수를 사용하여 부재의 내력비(Demand to

Capacity Ratio, DCR)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CDR의 역수로서

DCR의 경우 1.0이하, CDR의 경우 1.0이상일 때 부재의 성능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도 MOE 2018과의 차이점은 부재별 유효강성 및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이 있다.

그림 2.2 FEMA 356 그림 2.3 ASCE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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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선형해석 절차

비선형정적해석은 일반적으로 푸시오버(Pushover)해석이라고 알려진 기법으로

개별 부재의 재료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횡변위를 점차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부재의 강도와 비선형변형의 관계를 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해

석을 수행한다. 부재의 비선형거동특성은 그림 2.4[1]와 같이 일반적으로 4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선형으로 모델링한다. 부재에 따라 변형량의 절대치가 규정된

경우(그림 2.4(a))와 각 지점의 위치를 항복변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그림

2.4(b, c))가 있다.

비선형동적해석은 직접적분법에 의한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결과로부터 내진성능

을 판정하며, 비선형 모델링 파라메터와 성능수준의 해당 값은 비선형정적해석과

동일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MOE 2018에 제시된 비선형해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해석모델의 비선형거동특성은 MOE 2018의 모델링 변수를 사용하여 해

석 한 후 부재별 허용기준을 통해 부재별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2) 각 부재의 유효강성은 MOE 2018을 따른다.

(3) 각 부재의 강도는 MOE 2018을 따라 계산한다.

(4) 비선형동적해석은 하중의 재하 시와 제거 시, 재가력 시 강도 및 강성의 변화

를 고려하는 부재의 거동특성이 사용되어야한다.

(5) 비선형동적해석에서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특성을 이용하여 각 부재의 완전한

이력거동을 모델링하여야한다.

(6) 해석결과의 전체구조물 내진성능은 부재별 허용기준을 통해 부재별 성능수준을

판정하고 중력하중 저항능력에 따른 구조물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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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형량 기반 다선형

(b) 변형각 기반 다선형-1

(c) 변형각 기반 다선형-2

그림 2.4 소성힌지특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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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모델

2.3.1 해석모델의 고려사항

MOE 2018 매뉴얼의 학교 내진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조시스템의

해석모델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멘트 골조의 비선형해석모델은 소성힌지에서의 비선형거동을 고려하는 집중

소성힌지모델을 사용한다.

2) 해석모델에 포함된 모든 부재의 거동은 표 2.1에 따라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

거동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힘지배거동은 최대하중이후 변형능력이 없는 취성

적인 거동을 뜻한다. 힘지배거동 부재의 비선형특성은 부재가 항복강도에 도달

한 이후 내력이완이 발생하도록 모델링한다. 또한, 모델링 파라메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변형지배거동으로 분류한다. 변형지배거동 부재의 비선형특성은

MOE 2018을 따라 모델링 파라메터를 적용하여 해석한 후 부재별 허용기준을

통해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모델링 방법은 그림 2.5와 같다.

표 2.1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 골조의

- 보

- 기둥

- 접합부

휨모멘트

휨모멘트

-

전단력

축력, 전단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가새골조의

- 가새

- 보

기둥

전단연결재

축력

-

-

전단력

-

축력

축력

축력, 휨모멘트

접합부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3) 부재의 강도는 MOE 2018을 따라 계산하며, 비선형해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선형해석에서 변형지배거동을 평가할 경우

재료의 평균강도를 적용하여 강도를 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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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형지배부재의 소성힌지모델 (b) 힘지배부재의 소성힌지모델

그림 2.5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소성힌지 모델

4)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시, 표 2.2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 전단, 축하

중에 대한 강성은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발생

하는 균열손상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사용하여야한다.

표 2.2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별 유효강성

부재 휨강성 전단강성 축강성

철근콘크리트 보   

기둥   

비균열 벽체   

균열 벽체   

5) 재료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 및 축력과 휨모멘트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

여 내진성능평가를 정밀하게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면상에 분포된 비탄성 일축

응력 전달요소에 의해 비탄성 거동이 모델링되는 Fiber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Fiber요소의 재료별 응력-변형률 관계는 MOE 2018을 따른다.

6)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조적채움벽의 면내 및 면외방향의 거동, 인접

기둥의 전단파괴를 반드시 검토하여야한다.

7) 조적채움벽의 면내거동은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실제 채움벽의 거동을 모사 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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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둥

(1) 전단강도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전단강도 은 식 (2-1)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식 (2-1)은

후프 간격이 넓은 기둥이 휨항복 이후 비선형거동구간에서 전단강도가 급격히 감소

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경험식이다.

 




 








식 (2-1)

여기서,











  ≤ 



 ≺  ≤ 
 ≻ 

단, 를 모르는 경우,  사용.

 :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0.75,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1을 사용

 : 축방향 압축력으로,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0을 사용

: 설계하중 재하 시 작용모멘트르 전단력과 유효깊이로 나눈 값의 최대값

으로 2와 4 사이의 값을 사용함. 강도 산정의 간평성을 위하여  

을 사용할 수 있음

 : 유효깊이로  로 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전단력 작용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

 : 기둥의 총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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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강성

기둥의 유효강성은 MOE 2018 이외에도 해외기준인 FEMA 356, ASCE

41-13이 있다. 해외기준은 축력비에 따라 기둥의 유효 휨강성을 달리 나타내는 반

면 MOE 2018은 단일 유효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MOE 2018이 KBC

2016과 학교시설물 내진설계기준 지침을 따른 것으로서, 낮은 축력비가 예상되는

학교시설물에서 기둥의 휨강성을 과대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

재의 유효강성은 모멘트 곡률분석을 기반으로만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단강성 및 축

강성은 세 기준 모두 동일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표 2.3 기둥의 유효강성

기준
축방향

하중비율
휨강성 전단강성 축강성

MOE 2018 - 0.7 0.4 

ASCE 41-13
≥ ′ 0.7 0.4 

≤ ′ 0.3 0.4 

FEMA 356
≥ ′ 0.7 0.4 

≤ ′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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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의 파괴모드 분류

기둥의 파괴모드는 표 2.4와 같이 횡철근 상세와 전단강도비에 따라 휨 파괴 및

휨항복후 전단파괴, 전단파괴로 분류한다. 전단강도비는 기둥의 전단강도 (식

2-1), 휨 항복시 요구전단력 의 비로 결정된다. 단, 기둥의 전단강도는 식

(2-1)에서 을 곱하지 않은 값으로 선정한다.

그룹 i : 휨 파괴(전단 파괴 발생 없이 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그룹 ii : 휨전단 파괴(휨 항복 이후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그룹 iii : 전단 파괴(휨 항복에 선행하여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표 2.4 횡보강근 상세에 따른 RC기둥의 파괴모드 분류

전단강도비

(/)

135갈고리 사용,

내진상세로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90갈고리를 가진

폐쇄형 띠철근이

사용된 경우

그 외(겹침이음된

띠철근 포함)

0.6 이하인 경우 i ii ii

0.6 이상 1 이하인 경우 ii ii iii

1 이상인 경우 iii iii iii

1) 소성힌지구간에서 횡보강근이  ≥ 이고  ≤ 인 경우에만

파괴모드 i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파괴모드 ii로 분류함.

전단강도비가 1보다 작은 휨-전단파괴 및 휨파괴 기둥은 축력비, 전단철근비 등

을 통해 비선형 모델링 변수를 산정하여 그림 2.5(a)와 같이 변형지배부재로 모델

링 할 수 있다. 반면, 전단강도비가 1이상인 경우 내진상세와 상관없이 그룹 iii인

전단파괴형 기둥은 그림 2.5(b)와 같이 연성능력이 없는 힘지배부재로 모델링 하

여 안전측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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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조적벽

(1) 조적벽 재료특성

벽돌 및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로 계산되어지는 조적벽 재료특성은 제조사 및 용

도, 모르타르의 배합비, 시공시 모르타르의 사춤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재료특성에 아주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적벽 재료특성은 조적벽체 압축강도, 전단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등으로 이 값은 벽돌의 압축강도 및 모르타르

압축강도로부터 추정하거나 프리즘압축강도로부터 산정한다.

- 프리즘압축강도

표 2.5 조적벽 프리즘 압축강도

기준 및 연구 프리즘압축강도(′ )

MOE 2018 /

FEMA 356
′    

이원호 등

′      

  조적객체 압축강도

 모르터 압축강도

Eurocode 6 ′    
 



ACI 530-05 ′    

MOE 2018 및 FEMA 356에서는 프리즘 공칭압축강도의 기본값으로 조적채움

벽의 상태에 따라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원호 등[5]은

실험을 통해 프리즘 압축강도를 벽돌과 모르타르의 강도로부터 식을 제안하였다.

Eurocode 6[6]은 보통의 모르타르를 사용한 경우 프리즘 압축강도 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K는 콘크리트 벽돌의 경우 0.55이다. ACI 530-05[7]는 조적객체 압축

강도로 프리즘압축강도를 계산하며, A는 1.0, B는 모르타르의 종류에 따라 값을

적용한다(S, M형은 0.25, N형은 0.2).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N형 모르타르와 같은 0.2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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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계수

조적벽의 탄성계수는 MOE 2018 이외에도 FEMA 356, 이원호에 의해 제안하

고 있으며 프리즘압축강도로부터 계산되어진다. (표 2.6 참조)

표 2.6 조적벽 탄성계수

기준 및 연구 탄성계수()

MOE 2018   ′

FEMA 356   ′

이원호 등

  ′
′ ≤ 

′
′ ≻ 

- 전단강도

표 2.7 조적벽 전단강도

기준 및 연구 전단강도(′)

MOE 2018 /

FEMA 356
′    

이원호 등 ′  ′ 

Paulay and

Priestely
′  ′

MOE 2018 및 FEMA 356에서는 공칭전단강도의 기본값으로 조적채움벽의 상

태에 따라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원호, Paulay and

Priestly[8]는 프리즘 압축강도의 함수로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조적벽 재료특성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 및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들

로 표현된다. 이러한 재료특성은 조적벽 해석모델의 강도 및 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조적벽 재료특성 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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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식 (2-2)

(2) 강성

- 조적벽을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할 때 축방향 강성만을 갖는 요소로 모델링하

며, 조적벽 등가스트럿의 축강성은 식 (2-2)와 같다.

여기서, : 등가스트럿의 축강성,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 : 등가스트럿의

경사각 이다.

-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채움벽의 탄성횡강성은 휨강성과

전단강성을 모두 고려하며, 식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3)

여기서,  




,  



: 등가 캔틸레버 기둥의 휨강성, : 등가 캔틸레버 기둥의 전단강성, : 조적채움벽

의 순높이, : 채움벽의 면적, : 조적채움벽의 단면이차모멘트, : 조적채움벽의 탄성

계수, : 조적조의 전단탄성계수이다.

- 횡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된 이후 채움벽이 최대강도에 도달

하는 시점에서 등가스트럿의 할선강성은 는 식 (2-4)에 의해 산정한다.

 


식 (2-4)

여기서,   
  ,   

sin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 기둥의 단면이차모멘트, : 등가스트럿의 폭,

: 조적채움벽의 두께, : 조적채움벽의 대각선 길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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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줄눈파괴 강도,  

    대각균열강도,  


 

    지압강도,   ′




식 (2-5)

식 (2-6)

식 (2-7)

그림 2.6 조적채움벽 등가스트럿의 축하중 - 축변형 관계 포락곡선

강성 식 (2-3), 식 (2-4) 및 강도 식 (2-5), 식 (2-6), 식 (2-7)을 바탕으로

그림 2.6 과 같이 조적벽을 등가스트럿 축하중- 축변형 관계로 모델링 할 수 있다.

(3) 강도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그림 2.6에서  ≥ 인 경우에 한하여

변형지배거동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변형지배거동에 해당되면 강도산정에 평균강

도를, 힘지배거동에 해당되면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한다.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가로줄눈파괴강도, 대각균열강도, 지압강도에 의해 산

정되며,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채움벽 수평방향의 모르타르 접합 혹은 그라우트 접합면의 순면적,

: 조적채움벽의 전단응력 변형지배 거동의 경우에 평균 줄눈전단강도 를 초과

할 수 없고, 힘지배 거동의 경우에 설계기준 줄눈전단강도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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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식 (2-8)

 


, ′: 사인장 압축실험으로부터 구한 채움벽의 사인장전단강도이며

실험치가 없을 경우 ′ ′ , ′: 조적채움벽의 압축강도, : 조적채움

벽의 높이, : 조적채움벽의 두께 이다.

식 (2-5), 식 (2-6), 식 (2-7)의 강도를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하는 경우 식

(2-8)에 따라 축강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처럼, 국내외 기준 및 지침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둥 및 조적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둥은 MOE 2018과 해외기준인 ASCE 41-13,

FEMA 356 각각 다른 유효 휨강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단강성감소효과는 고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단력에 기여가 큰 전단파괴형 기둥은 횡력이 증가함에 따

라 전단균열로 인한 전단강성감소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며, 힘지배부재로 분류되는

전단파괴형 기둥의 연성능력에 대해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기둥의 전단강성감소를 고려하기 위한 비탄성해석모델을 제안하려한다. 조적

벽은 기준 및 지침,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료특성 식이 제안되었다. 재료특성은 프

리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전단강도 등이 있으며, 조적벽 해석모델의 강도 및 강

성을 산정하는 주요 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재료특성식에 따른 값의 편차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한 기둥의 단주효과 유발 및 구조물의 거

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적벽 재료특성식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적벽 파괴강도 예측 및 인접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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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MIDAS Gen[9]을 사

용하여 기둥과 조적벽에 대해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기둥과 같은 beam

element 는 그림 3.1과 같이 2가지의 힌지모델로 모델링 할 수 있다. MOE

2018은 양 끝단에서의 소성화를 고려하는 집중형 힌지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휨 및 전단거동에 대해 보다 정밀한 해석을 수행하고자 분포형 힌지모

델을 적용하였다. 기둥의 휨거동은 Fiber 해석을 통한 모멘트 – 곡률관계로 나타

내었으며, 전단거동은 기준 및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전단력 - 전단변형관계로 나

타내었다. 조적벽은 압축력에만 저항하는 Truss element를 사용하여 등가스트럿

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조적벽의 축거동은 기준 및 실험을 통해 제안된 축력 – 축

변형관계로 나타내었다.

.

(a) 집중형 힌지 모델 (b) 분포형 힌지 모델

그림 3.1 보요소의 힌지모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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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둥

3.1.1 기둥 해석모델

기존의 해석모델은 항복강도에 해당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체 단면강성의 고정

비율로 나타낸다. 이는 모멘트 – 곡률 분석만을 기반으로 한 유효강성을 적용한

것이며, 전단강성은 유효전단면적을 갖는 균일한 등방성 재료로 이상화하여, 전단

균열에 의한 강성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단력에 기여가 큰 전단파괴형

기둥은 전단균열에 의한 전단 강성감소효과를 무시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내진성능평가 시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기둥의 전단균열로 인한 강성감소효과

를 고려하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기둥 비탄성해석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그림 3.2 기둥 비탄성해석모델 제안

그림 3.2은 전단균열에 의한 전단강성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위한 기둥의 항복변

위 및 유효강성을 나타낸다. 전단강성감소계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기

둥의 휨에 의한 변형은 Fiber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전단에 의한 변형은 MOE

2018 전단강성에 강성감소계수 ‘ ’를 적용하여 하중-변위 포락곡선에서 계산된 항

복강도에 해당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에너지소산면적을 동등하게 가정하였다.

전단강성 감소계수 ‘ ’ 는 전단균열로 인해 내력저하가 발생한 다양한 기둥실험체

(표 A-1)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되었으며, 학교시설물의 일반적인 기둥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사각형 단면, 축방향 하중비율을 0.3으로 제한하였다. 그림

3.3에 측정된 전단강성 감소계수에 대한 주요 매개변수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주

요 매개변수는 축방향 하중비율, 콘크리트 압축강도, 종횡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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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 매개변수가 측정된 전단강성감소계수에 미치는 영향

철근비이다. 측정된 전단강성 감소계수에 대한 주요 매개변수의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3(a)의 전단강성 감소계수는 축방향 하중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일관되게 증가하였으며, 상관계수는 0.73이다. 그림 3.3(b)의

전단강성 감소계수는 종횡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관계수

는 –0.52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3.3(c, d)의 전단강성 감소계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주철근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관계

수는 각각 -0.29/-0.13으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연관성은 미비하였다.

그림 3.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강성 감소계수()는 축방향 하중비율에 대

하여 73%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미루어보아 전단강성 감소계수 예측을 위

해 축방향 하중비율을 변수로 분석하여 아래의 전단강성 감소계수 식 (3-1)을 제

안하였다.

 식 (3-1)

여기서,   축방향 하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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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단력 – 전단변형 포락곡선

3.1.1절에서는 기둥의 전단균열로 인한 전단강성감소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전단

강성 감소계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비선형해석에 반영하기 위해 그림 3.4와

같이 전단력- 전단변형 포락곡선으로 나타내었다. 포락곡선은 기준 및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식을 사용하여 삼선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는

각각 균열시점, 항복시점, 파괴시점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4 전단력 – 전단변형 포락곡선

균열시점은 식(3-2)와 같다. 초기강성()은 MOE 2018의 전단강성을 사용하

였고, 균열강도()는 항복강도()의 30%로 가정하였다. 항복시점은 식(3-3)과

같다. 항복강도()는 MOE 2018의 전단항복강도를 사용하였으며, 항복변형()

은 전단균열로 인한 전단강성 감소계수 식(3-1)을 적용한 기울기()를 항복변형

으로 치환하였다. 파괴시점은 식(3-4)와 같다. 파괴강도()는 항복강도()와 동

일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파괴변형()은 축력비에 따라 두 값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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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시점
균열시점
균열시점
균열시점










 

 

 



식 (3-2)

항복시점
항복시점
항복시점
항복시점









 




 








 






식 (3-3)

파괴시점
파괴시점
파괴시점
파괴시점











  

  or 
식 (3-4)

여기서,  콘크리트 탄성계수,  전단면적,  전단철근 총 단면적,  

전단철근 항복강도,   유효깊이 (0.8h),  전단철근간격,   콘크리트 압

축강도,   Aspect ratio  ≤  ≤ ,   작용압축력,   기둥의 총 단

면적,   축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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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모멘트 – 곡률 포락곡선

기둥의 휨거동은 MIDAS GSD프로그램의 Fiber 해석을 통해 모멘트-곡률관계

로 정의하였다. Fiber model은 Euler Bernoulli Beam Theory의 평면보존 가

정을 기본으로 하며, 그림 3.5(a)와 같이 부재단면을 여러개의 Fiber로 분할하고

각 Fiber에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재료의 응력-변형률관계와 축력과 휨모멘트에 대

한 평형조건, 적합조건을 이용하여 모멘트-곡률관계를 유도한다[10]. 콘크리트는

그림 3.5(b)와 같이 횡 보강근 유무에 따라 구속 및 비구속되는 Mander’s

model[11]을 사용하였고, 철근은 그림 3.5(c)와 같이 소성구간과 변형도 경화구

간까지 모사할 수 있는 Park model[12]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모델을 입력하여 해석한 Fiber 요소의 모멘트-곡률 곡

선은 3.5(d)와 같이 삼선형(균열모멘트, 항복모멘트, 파괴모멘트)으로 치환하여 입

력하였다. 이는, MIDAS Gen프로그램 특성상 Fiber model을 적용하여 해석 할

경우 전단거동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3.5(d)와 같이 Trilinear Type으로

입력하였다.

(a) Fiber model (b) Concrete model

(c) Steel model (d) Trilinear Type

그림 3.5 모멘트 – 곡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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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적벽

3.2.1 조적벽 해석모델

그림 3.6 조적벽 해석모델

조적벽 비선형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해석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미시적

(micro)모델과 거시적(macro)모델로 나눌 수 있다. 미시적(micro)모델은 조적벽

을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부재의 국부적인 거동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모델링의 복잡함과 오랜 해석시간을 요한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거시적(macro)모델은 조적벽을 등가의 대각압축가새

(equivalent diagonal compression strut)로 치환하여 단순하게 모델링하는 방

법으로,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거동을 모사하는데 있

어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6과 같이 거시적(macro)모델인 등가스트럿모델

을 사용하여 하나의 조적벽체를 두 개의 트러스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이 요소는 인

장에 대한 저항능력은 없고 압축력에만 저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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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축력 – 축변형 포락곡선

트러스요소를 이용한 등가스트럿의 비선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축력 – 축변형

포락곡선은 그림 3.7과 같이 나타내었다. 포락곡선은 기준 및 실험식을 사용하여

이선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는 각각 균열시점과 항복시점으

로 정의하였다.

그림 3.7 축력 – 축변형 포락곡선

균열시점은 식 (3-5)과 같다. 초기강성()은 Maintone[13]에 의해 제안된 초

기강성식과 이를 산정하기 위한 스트럿의 너비(), 파라메터()를 사용하였다. 균

열강도()는 항복강도의 55%로 가정하였다. 항복시점은 식 (3-6)와 같다. 항복

강도()는 두 가지(,)중 최솟값을 사용하였다. 대각균열강도()는

Zarnic and Gostic[14]에 의해 제안된 최대강도식을 사용하였고, 가로줄눈파괴강

도()는 FEMA 356에 제시된 식을 사용하였다. 항복변위()는 균열변위()

의 5배로 가정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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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6)

여기서, : 조적벽체 탄성계수 ,  : 콘크리트 탄성계수,  : 조적벽체 두

께,  : 골조 기둥 단면2차모멘트,  : 조적벽체 순높이,  : 층높이,  : 골

조의 경간길이,  : 조적벽체 균열강도,  : 조적벽체 순길이,

  arctan : 대각선 기울기,  : 조적채움벽과 프레임 접촉길이, ′ : 조

적프리즘 압축강도,  : 조적채움벽 평균전단강도



- 26 -

3.2.3 조적벽 재료특성

조적벽 축력 – 축변형 포락곡선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의 강성 및 강도는 프리즘

압축강도(′), 탄성계수(), 전단강도(′)와 같은 조적벽 재료특성 식으로부터 산

정되어지며, 앞서 2.3.3절의 표 2.5 표 2.6, 표 2.7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식들로 표현이 되므로 차이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3.1은 Choi, HO[15]의 실험체(IW1)를 바탕으로 벽돌 및 모르타르 압축강

도로 계산되어진 조적벽 재료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표 3.1에서와 같이 프리즘압축

강도는(′)는 4.4 ~ 6.21MPa까지 최대 1.4배의 편차를 보이고, 탄성계수()

는 387.02 ~ 3410MPa까지 최대 8.8배의 편차를 보이며, 전단강도(′)는

0.13 ~ 1.04MPa까지 최대 8배의 편차를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조적벽 재료특

성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이로인해 기둥의 단주효과 유발 및 구조

물 거동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적벽 재료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을 바탕으로 큰 편차를 보인 조적벽 재료

특성 식을 조합하여 표 3.2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였다.

표 3.1 조적벽 재료특성

기준 및 연구
프리즘

압축강도(′)

탄성계수() 전단강도(′)

이원호
FEMA

356
이원호

FEMA

356

Paulay and

Priestely

이원호 4.7 431.6 2585 0.91 0.19 0.14

Eurocode 6 6.09 535.8 3349 1.03 0.19 0.18

FEMA 356 6.2 710.42 3410 1.04 0.19 0.19

ACI 530-05 4.4 387.02 2419 0.88 0.19 0.13

표 3.2 비선형 해석에 반영하기 위한 조적벽 재료특성

CASE 프리즘 압축강도(′) 탄성계수() 전단강도(′)

Analysis Case 1 이원호 FEMA 356 이원호

Analysis Case 2 FEMA 356 이원호 FEMA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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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력모델

MIDAS Gen에서는 반복하중에 대한 이력거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크게 4가지

Simplified Model, Degrading Model, Nonlinear Elastic, Slip Model의 이

력모델이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으로 인해서 강성

저하(Stiffness degradation), 강도 저감(Strength deterioration), 핀칭 거동

(Pinching behavior)과 같은 에너지소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내진

성능평가를 위해 구조부재의 이력거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둥의 이력

거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림 3.8의 Takeda Slip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

모델은 강성저하(β), 핀칭거동(λ) 영향을 고려 할 수 있다. 강성저하 및 핀칭 매개

변수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0을 입력할 경우 강성저하 및 핀칭

거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적벽은 그림 3.9와 같이 강성저하 및 강도저감,

핀칭거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Nonlinear Elastic Model을 사용하여 압축력

에만 저항하게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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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Pinching before Yielding (b) Pinching after Yielding

(c) Typical Hysteresis and

Reloading Stiffness K
(d) Slipping Stiffness

그림 3.8 이력모델 - Takeda Slip Model

그림 3.9 이력모델 - Nonlinear Ela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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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석모델 검증

MIDAS Gen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둥 및 조적벽 해석모델의 신뢰도 확인

및 이력거동 매개변수 선정을 위해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비선형해석은 단조

가력해석인 Pushover해석과 반복가력해석인 Cyclic해석을 수행하였다. Pushover

해석을 통해 부재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점의 횡변위를 점차적으로 증

가시키면서 하중 – 변위 관계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둥 및 조적벽 해석모델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또한, 실제 지진력 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성저하, 강

도저감 및 핀칭거동과 같은 이력거동 특성을 내진성능평가 시 반영하기 위해

Cyclic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해 강성저하(β), 핀칭거동(λ)과

같은 부재의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 30 -

4.1 실험체 개요

4.1.1 기둥

기둥 해석모델 신뢰도 확인 및 이력거동 매개변수 선정을 위해 단주의 일반적인

파괴모드인 전단파괴 및 균열로 인해 내력저하가 발생한 37개의 실험체를 수집하

였다. 학교시설물의 일반적인 기둥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직사각형 단면, 축방향

하중비율을 0.3으로 제한하였으며, 전단파괴가 발생한 실험체를 중점으로 보

기위해 휨파괴가 선행되는 실험체는 제외했다. 수집된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의

물성치[콘크리트 압축강도(), 주철근 항복강도(), 전단철근 항복강도(), 종

횡비(), 축력비(), 전단철근간격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표 A-1에

실험체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  ≤    ≤  ≤    ≤  ≤  

 ≤  ≤   ≤  ≤   ≤  ≤ 

4.1.2 조적벽

조적벽 재료특성에 따른 해석모델 신뢰도 확인을 위해 국내의 비보강 조적벽을

대상으로 한 6개의 실험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비보강 조적벽 실험체의 물성치

[콘크리트 압축강도(), 벽돌 압축강도(), 모르타르 압축강도()]의 범

위는 다음과 같으며, 표 A-2에 실험체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비선형해석은 표 3.2

의 두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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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체 검증

4.2.1 단조가력해석

4.2.1.1 기둥

순수 전단파괴 및 휨항복 후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8개의 실험체를 해석결과와 비

교하여 그림 4.1에 하중-변위비 관계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는 현행 학교시설 내

진성능평가 기준인 MOE 2018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Proposed)을 나타내

었으며, 최대내력은 모든 실험체의 해석결과 전단파괴 및 휨항복 후 전단파괴가 발

생하였기 때문에, 두방법 모두 최대내력이 동일하다. 실험결과의 항복지점은

ASCE 41-13기준을 따라 산정하였다. 표 4.1에 8개의 실험체에 대한 하중 및 변

위비를 나타내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a-d)의 MOE 2018은 전단강도비가 1보다 큰 전단지배형 기둥으로

내진상세와 상관없이 파괴모드 iii인 전단파괴부재로 모델링한다. 이는 기둥의 전단

력에 대해 힘지배거동으로 분류하여 전단항복강도에 도달한 이후 더 이상 내력을

받지 못하게 연성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파괴변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하였

다. 강성은 실험결과에 비해 과대평가하여 항복변위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반

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단력에 대해 변형지배거동으로 모델링하여 항복

지점 이후에도 연성적거동을 나타냈다. 강성과 항복변위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거동

을 보였지만, 파괴변위는 실험결과보다 작아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4.2(e-h)의 MOE 2018은 파괴모드 ii인 휨항복 후 전단파괴 분류되어 항복 후에

도 연성적 거동을 보였다. 하지만, 강성은 실험결과에 비해 과대평가하여 항복변위

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MOE 2018과 동일하게 휨항복 후 전단

파괴 되었으며, 두 방법 모두 연성적 거동을 보였으나 실험결과 대비 파괴변위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대부분 실험체의 강도, 변위 및 강성도와 잘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에 검증 시 사용된 모든 실험체의 최대 내력 및 변위비

에 대한 평균 오차와 변동계수(COV)를 나타내었다. MOE 2018의 최대내력은 평

균 0.06%의 오차를 보였으며, 항복 및 파괴변위는 각각 평균 57 / 60%의 오차

를 나타내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실험결과 대비 큰 오차와 변동계수를 나

타냈다. Proposed의 최대내력은 평균 0.06%의 오차를 보였다. 항복 및 파괴변위

는 각각 평균 0.03 / 11%의 오차를 보였으며, 종횡비에 따른 항복변위비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해석 및 실험결과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강성 및 변위를 상당히 잘 모사하는 것으로 보여 전단균열로 인한 전단강성

감소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2 -

(a) 3CLH18 (b) 3SLH18

(c) S30XI (d) NO .4

순수 전단파괴

(e) U1 (f) Specimen _1

(g) UM_205 (h) UNIT_7

휨 항복 후 전단파괴

그림 4.1 기둥 단조가력해석결과 – 하중 및 변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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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둥 하중 및 변위비

실험체

실험결과 Proposed MOE 2018

최대

내력

(kN)

항복

변위

(%)

파괴

변위

(%)

내력비*
항복

변위비**

파괴

변위비**
내력비*

항복

변위비**

파괴

변위비**

3CLH18 271.3 0.65 1.02 0.77 0.78 0.99 0.77 0.34 0.22

3SLH18 266.9 0.5 1.03 0.79 0.77 0.97 0.79 0.45 0.22

S30XI 311.7 0.62 1.48 0.98 1.22 1.00 0.98 0.52 0.23

NO. 4 260.5 0.43 1.03 0.89 1.13 1.11 0.89 0.49 0.21

U1 277.9 1.58 4.6 0.89 0.91 0.87 0.89 0.19 0.45

Specimen 1 302.7 0.8 1.9 1.00 0.97 1.06 1.00 0.44 0.81

UM_205 67.5 0.63 2.1 0.99 0.90 0.87 0.99 0.57 0.71

UNIT_7 197.5 0.45 2 0.96 1.11 0.72 0.96 0.39 0.56

내력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ateral load

변위비** : Analytical lateral drift / Experimental lateral drift

표 4.2 기둥 하중 및 변위비 통계

Proposed MOE 2018

Mean COV Mean COV

모든 실험체

내력비* 0.94 0.09 0.94 0.09

항복 변위비** 1.03 0.15 0.4 0.37

파괴 변위비** 0.89 0.27 0.43 0.79

내력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ateral load

변위비** : Analytical lateral drift / Experimental lateral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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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종횡비에 따른 항복변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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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조적벽

국내 비보강 조적벽 실험체 4개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4.3에 하중-변위비

관계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는 표 3.2를 따라 두가지 해석방법(Analysis Case

1, Analysis Case 2)으로 수행하여 표 4.3에 하중 및 변위비를 나타내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의 실험체 대부분은 해석결과 조적벽 파괴로 인하여 최대내력 이후 급

격한 내력저하가 발생하였지만, 몇몇 실험체는 골조의 선행파괴로 인하여 내력저하

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 4.3(b)의 Analysis Case 1과 Analysis Case 2

는 조적벽 재료특성이 다름에도 불과하고 내력저하가 발생하는 위치가 동일한데,

이는 조적벽 균열발생 이후 기둥의 파괴로 인하여 내력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4.3(d)의 Analysis Case 1과 Analysis Case 2는 해석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조적벽이 최대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기둥의 전단파괴로 인하여 내

력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a) IW1 (b) IW-RN

(c) IFB-1 (d) RMN

그림 4.3 조적벽 단조가력해석결과 – 하중 및 변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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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적벽 하중 및 변위비

실험체

실험결과 Analysis Case 1 Analysis Case 2

최대내력

(kN)

변위

(%)
내력비* 변위비** 내력비* 변위비**

IW1 972 1.4 1.18 0.79 0.71 0.5

IW-RN 172.04 0.8 1.13 1.35 0.89 1.35

IFB-1 157 1.7 1.04 1.04 0.68 0.7

RMN 96.43 1.48 0.93 0.98 0.93 0.98

내력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ateral load

변위비** : Analytical lateral drift / Experimental lateral drift

Analysis Case 1과 Analysis Case 2의 최대내력 및 변위비에 대한 평균 오차와

변동계수(COV)를 표 4.4에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Analysis Case 1의 최대내력은 평균 17%, 파괴변위는 평균 0.02%의

오차를 보였으며, Analysis Case 2의 최대내력은 평균 25%, 파괴변위는 평균

14%의 오차를 보였다. 조적벽의 강도 및 강성은 구조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단주효과로 인한 기둥의 전단파괴 등과 같은 파괴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실제 조적벽의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Analysis Case 1과 Analysis Case 2 최대내력의 평균오차는 크지 않지만, 그림

4.3의 결과를 살펴볼 때, Analysis Case 2는 강도 및 강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을 보이는 반면 Analysis Case 1은 최대내력 및 강성을 상당히 잘 모사하는 것으

로 보아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조적벽 하중 및 변위비 통계

Analysis Case 1 Analysis Case 2

Mean COV Mean COV

모든 실험체
내력비* 1.17 0.15 0.75 0.16

변위비** 0.98 0.26 0.86 0.4

내력비* : Analytical lateral load / Experimental lateral load

변위비** : Analytical lateral drift / Experimental lateral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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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반복가력해석

4.2.1절에서 단조가력해석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인한 기둥(Proposed) 및 조

적벽(Analysis Case 1) 해석모델을 반복가력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그림 4.4

및 4.5에 하중 – 변위비 관계로 나타내었다. 기둥은 강성저하(β), 핀칭거동(λ)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Takeda Slip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조적벽은 강성저하

및 강도저감, 핀칭거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Nonlinear Elastic Model을 적

용하였다. 반복가력해석 시 에너지소산을 모사하기 위한 이력거동 매개변수는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선정하였다. 해석결과는 실험체의 에너지소산을 유사하게 모사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석결과 기둥의 이력거동 매개변수 평균값은 β : 0.1, λ : 0.02로, 핀칭 매개

변수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둥의 취성파괴인 전단파괴 실험체를 대상으

로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핀칭효과가 두르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조적벽의 보 및 기둥은 강성저하, 강도저감 등 에너지소산을 고려하였지만,

Fiber model을 사용하여 각 재료의 응력-변형률 이력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개변수를 입력할 수 없으며, 조적벽은 압축력만 받는 Nonlinear Elastic

Model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입력하지 않았다. 해석결과 실험체의 에너지소산능

력을 유사하게 모사하였지만, 강도저감현상을 해석 시 고려하지 못하였다. 차후,

강도저감을 고려할 수 있는 부재의 이력모델이 MIDAS Gen에 적용된다면 실험체

의 에너지소산능력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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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CLH18 (b) 3SLH18

(c) S30XI (d) NO .4

(e) U1 (f) Specimen _1

(g) UM_205 (h) UNIT_7

그림 4.4 기둥 반복가력해석결과 – 하중 및 변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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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W1 (b) IW-RN

(c) IFB-1 (d) RMN

그림 4.5 조적벽 반복가력해석결과 – 하중 및 변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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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비내진 학교시설물은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수직

부재 설계 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적벽은 비구조체로 분류되어 설

계 시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지진 시 조적벽은 구조물 거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적허리벽 상부기둥에 단주효과로 인한 기둥의 전

단파괴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는, MOE 2018(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따라 기둥 및 조적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둥의 전단균열에

의한 전단강성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단력에 기여가 큰 전단파괴형 기

둥은 전단균열에 의한 전단강성감소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조적벽 등가스트럿모델

의 강성과 강도는 프리즘압축강도, 탄성계수, 전단강도와 같은 조적벽 재료특성 식

으로부터 산정한다. 조적벽 재료특성은 기준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식들로 표현되

고 이에 따른 값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조적벽 강도 및 강성은 구조물거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적벽 재료특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모델

의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내진 학교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시

기둥의 전단거동과 조적벽 축거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적벽과 기둥의 비탄

성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실험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조가력해석을 통해 기둥은 전

단강성감소계수를 적용하여 횡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기둥의 전단유효강성을

예측하였으며, 조적벽은 다양한 재료강도식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조적벽 파괴강도 예측 및 인접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반복가력해석을 통해 실제 지진력 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성저하 및 강도저감,

핀칭거동과 같은 에너지소산능력을 모사할 수 있는 이력거동 매개변수를 선정하였

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둥의 단조가력해석 결과,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인 MOE

2018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인 Proposed의 최내내력 및 항복변위, 파괴

변위비에 대한 평균오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최대내력은 0.06 / 0.06%, 항복

변위비는 57 / 0.03%, 파괴변위비는 60 / 11%의 오차를 보였다. MOE

2018은 강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항복변위를 과소평가

하였다. Proposed는 강성 및 항복 등 실험체 거동을 상당히 잘 모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전단강성감소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였다.

2) 조적벽의 단조가력해석 결과, Analysis Case 1(프리즘 압축강도 : 이원호 등,

탄성계수 : FEMA 356, 전단강도 : 이원호 등)와 Analysis Case 2(프리즘

압축강도 : FEMA 356, 탄성계수 : 이원호 등, 전단강도 : FEMA 356)의

최내내력에 대한 평균오차는 각각 17 / 25%의 오차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평균오차가 크지 않지만, 도표의 결과를 분석해볼 때, Analysis Case 2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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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강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Analysis Case 1은 최대내력

및 강성을 상당히 잘 모사하는 것으로 보아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데 있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단조가력해석을 통해 신뢰성이 확인된 기둥과 조적벽의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반

복가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기둥과 조적벽의 이력모델은 각각 Takeda Slip

Model, Nonlinear Elastic Model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

둥의 이력거동 매개변수 평균값은 β : 0.1, λ : 0.02이며, 조적벽은 에너지소

산을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결과 실험체의 에너지소산을 유사하게 모사하였으

며, 조적벽의 에너지소산을 고려하지 않아도 조적벽 프레임 실험체의 이력거동

을 모사할 수 있었다.

4) MIDAS Gen프로그램 Beam element의 Fiber model 설정 시 전단거동을

고려할 수 있거나, Trilinear Type 설정 시 부재력 이완 및 이력모델의 강도저

감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면, 차후 실험체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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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기둥 실험체

표 A-1 기둥 실험체 리스트

실험체

단면사이즈

(mm) 종횡비
전단철근

간격비

주철근

항복강도

(MPa)

전단철근

항복강도

(MPa)

축력비
파괴

모드
참고논문

가로 세로

SC3 914.4 457.2 3.07 0.48 434 400 0 iii
[16]

SC9 457.2 914.4 1.43 1.02 434 400 0 iii

OA2 180 180 1.41 0.40 340 249 0.19 iii [17]

UNIT_1_1 305 305 1.72 0.79 462 414 0.10 iii [18]

2CMH18

457.2 457.2 3.71

1.15 331 400 0.28 ii

[19]

3SMD12 0.77 331 400 0.28 ii

3CMH18 1.16 331 400 0.26 iii

3CMD12 0.77 331 400 0.26 ii

3CLH18 1.16 331 400 0.09 iii

3SLH18 1.16 331 400 0.09 iii

2CLH18 1.15 331 400 0.07 ii

2SLH18 1.15 331 400 0.07 ii

S30XI

457.2 457.2

3.84

1.15

510 481 0.22 iii

[20]

S20HI 4.22 510 481 0.14 iii

S10MI

4.61

510 481 0.07 iii

S30MI 510 481 0.21 iii

S20MI 510 481 0.14 iii

N-27M

300 300 1.77 0.39

380 380 0.27 iii

[21]N-27C 380 380 0.27 iii

N-18M 380 380 0.18 iii

4D13RS 200 200 2.28 0.29 370 316 0.15 ii [22]

D11 300 300 1.73 0.58 447 398 0.21 iii [23]

U2
350 350 3.28

0.49 453 470 0.16 ii
[24]

U1 0.49 430 470 0 ii

Specimen_1
457.2 457.2 3.76 0.78

434 476 0.15 ii
[25]

Specimen_4 434 476 0.15 ii

CUW 410 230 2.4 0.47 441 414 0.16 iii [26]

UM_205
200 200

3.33
0.56 462 324 0.22

ii
[27]

UM_207 2.22 ii

WI_40_033_W

152 305 3.45 0.5

496 345 0.11
ii

[28]
WI_40_033_E ii

WI_25_033_E
496 345 0.07

ii

WI_25_033_W ii

No.1

300 300 2.35

0.39
402 392 0.2

iii

[29]

No.3 0.78 iii

No.4 0.39 402 392 0.3 iii

Unit_7 0.39 409 392
0.2

ii

Unit_6 0.59 409 392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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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조적벽 실험체

표 A-2 조적벽 실험체 리스트

실험체

벽돌

압축강도

(MPa)

모르타르

압축강도

(MPa)

조적벽

길이

(mm)

조적벽

높이

(mm)

조적벽

두께

(mm)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보

(mm)

기둥

(mm) 참고논문

가로 세로 가로 세로

IW1 8.2 22.3 3600 2400 190 26.4 400 600 450 400
[15]

IW2 8.2 22.3 3600 2400 190 28.2 400 600 450 400

RMN 8 10.79 1400 460 90 21 200 250 200 200 [30]

IW-RN 6 15.1 1410 880 90 17.5 250 250 250 200 [31]

IFB-1 8.14 14.5 1600 1000 70 21.1 200 200 200 200 [32]

IF-4.2 23.05 21.98 3800 3300 190 20.7 600 600 600 6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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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SC3 91.44×45.72 3.069 0.476 21.89 433.89 0.0188 400 0.000954 0

SC9 45.72×91.44 1.427 1.023 16 433.89 0.0188 400 0.000763 0

B 비선형해석 결과

B-1 기둥

1) 실험체 – SC3, SC9

a) 참고문헌

Aboutaha;R. S. E.;M.D.; Jirsa;J.O.: and Kreger;M.E. (1999). "Rehabilitation of Shear

Critical Concrete Columns by Use of Rectangular Steel Jackets." ACI Structural Journal

96(1): 68-78.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C3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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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9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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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OA2 18×18 1.409 0.403 31.79 339.91 0.0312
8

248.94 0.002171 0.185

2) 실험체 – OA2

a) 참고문헌

Arakawa;T. A.;Yasuyuki; Mizoguchi;Mitsuo; Yoshida;Minoru (1989). "Shear Resisting

Behavior of Short Reinforced Concrete Columns Under Biaxial Bending-Shear."

Transactions of the Japan Concrete Insitute 11: 317-324.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OA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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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UNIT_

1_1
30.5×30.5 1.72 0.794 29.89 461.88

0.0243
83

413.89
0.0015
07

0.104

3) 실험체 – UNIT_1_1

a) 참고문헌

Bett;B. J. K.;Richard E.; Jirsa;James O. (1985). Behavior of Strengthened and Repaired

Reinforced Concrete Columns Under Cyclic Deformations. Austin;Texas;University of

Texas;Austin: 86.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UNIT_1_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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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2CMH18 45.72×45.72 3.712 1.152 25.5 330.91 0.0194 400 0.000678 0.284

3SMD12 45.72×45.72 3.712 0.774 25.5 330.95 0.0303 400 0.00174 0.28

3CMH18 45.72×45.72 3.712 1.161 27.6 330.91 0.0304 400 0.000678 0.262

3CMD12 45.72×45.72 3.712 0.774 27.6 330.91 0.0304 400 0.001737 0.262

3CLH18 45.72×45.72 3.712 1.161 26.9 330.95 0.0303 400 0.00068 0.09

3SLH18 45.72×45.72 3.712 1.161 26.9 330.95 0.0303 400 0.00068 0.09

2CLH18 45.72×45.72 3.712 1.152 33.2 330.91 0.0194 400 0.000678 0.073

2SLH18 45.72×45.72 3.712 1.152 33.2 330.95 0.0194 400 0.00068 0.07

4) 실험체 – 2CMH18, 3SMD12, 3CMH18, 3CMD12, 3CLH18, 3SLH18, 2CLH18, 2SLH18

a) 참고문헌

Lynn;A. (1999). Seismic Evaluation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Colums.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Doctor of Philosophy:

37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2CM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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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MD1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3CM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3CMD1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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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L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3SL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2CL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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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LH18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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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S30XI 45.72×45.72 3.84 1.152 35.34 510 0.0194 481 0.00068 0.22

S20HI 45.72×45.72 4.22 1.152 35.34 510 0.0194 481 0.00068 0.14

S10MI 45.72×45.72 4.61 1.152 36.232 510 0.0194 481 0.00068 0.07

S30MI 45.72×45.72 4.61 1.152 36.232 510 0.0194 481 0.00068 0.21

S20MI 45.72×45.72 4.61 1.152 36.232 510 0.0194 481 0.00068 0.14

5) 실험체 – S30XI, S20HI, S10MI, S30MI, S20MI

a) 참고문헌

Melek, M. and Wallace, J. W. (2004) "Cylic Behavior of Columns with Short Lap

Splices", ACI Structural Journal 101(6):802-81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30XI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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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HI 실험체

P-δ (MONO) P-δ (CYCL)

S10MI 실험체

P-δ (MONO) P-δ (CYCL)

S30MI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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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MI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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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N-27M 30×30 1.765 0.392 26.49 380 0.02682 379.901 0.002111 0.27

N-27C 30×30 1.765 0.392 26.49 380 0.02682 379.901 0.002111 0.27

N-18M 30×30 1.765 0.392 26.49 380 0.02682 379.901 0.002111 0.18

6) 실험체 – N-27M, N-27C, N-18M

a) 참고문헌

Nakamura;T. Y.;M. (2002). "Gravity Load Collaps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with

Brittle Failure Modes."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1):

21-27.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N-27 실험체

P-δ (MONO) P-δ (CYCL)

N-18M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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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4D13RS 20×20 2.279 0.285 29.89 370 0.02655 316 0.004752 0.153

7) 실험체 – 4D13RS

a) 참고문헌

Ohue;M.;Morimoto;H.;Fujii;S.;Morita;S (1985). "The Behavior of R.C.Short Columns

Failing in Splitting Bond-Shear Under Dynamic Lateral Loading." Transactions of the

Japan Concrete Insitute 7: 293-300.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4D13RS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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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D11 30×30 1.731 0.577 28 447 0.02252 398 0.001407 0.213

8) 실험체 – D11

a) 참고문헌

Ousalem;H. K.;T.; Tasai A. (2003). Effect of Hysteretic Reversals on Lateral and Axial

Capacities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The Fifth U.S. - Japan Workshop on

Performance-Based Earthquake Engineering Methodology fo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Hakone;Japan;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UC Berkeley):

211-221.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D1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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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U1 35×35 3.281 0.492 43.59 30 0.033091 470 0.002992 0

U2 35×35 3.281 0.492 30.19 453 0.032055 470 0.002992 0.162

9) 실험체 – U1, U2

a) 참고문헌

Saatcioglu;M. O.;Guney (1989). Respons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to Simulated

Seismic Loading. ACI Structural Journal. 86: 3-12.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U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U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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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Specimen_1 45.72×45.72 3.758 0.778 21.1 434 0.024759 476 0.001737 0.151

Specimen_4 45.72×45.72 3.758 0.778 21.8 434 0.024759 476 0.001737 0.146

10) 실험체 – Specimen_1, Specimen_4

a) 참고문헌

Sezen H.; Moehle;J. P. (2002). Seismic Behavior of Shear-Critical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Columns. Seventh U.S. National Conference on Earthquake Engineering;Boston

(Massachusetts);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Specimen_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Specimen_4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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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CUW 41×23 2.401 0.47 34.891 441 0.030067 414 0.00155 0.162

11) 실험체 – CUW

a) 참고문헌

Umehara;H. a. J.;J.O. (1982). Shear Strength and Deterioration of Short Reinforced

Concrete Columns Under Cyclic Deformations. Austin;University of Texas;Austin: 256.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CUW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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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

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UM_205 20×20 3.333 0.556 17.6 462 0.01993 324 0.002827 0.223

UM_207 20×20 2.222 0.556 17.6 462 0.01993 324 0.002827 0.223

12) 실험체 – UM_205, UM_207

a) 참고문헌

Umemura;H. a. E.;T. (1970). Report by Umemura Lab. Tokyo;Tokyo University.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UM_205 실험체

P-δ (MONO) P-δ (CYCL)

UM_207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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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WI_40_033_W 15.2×30.5 3.446 0.5 33.59 496 0.024462 345 0.003229 0.114

WI_40_033_E 15.2×30.5 3.446 0.5 33.59 496 0.024462 345 0.003229 0.114

WI_25_033_E 15.2×30.5 3.446 0.5 33.59 496 0.024462 345 0.003229 0.071

WI_25_033_W 15.2×30.5 3.446 0.5 33.59 496 0.024462 345 0.003229 0.071

13) 실험체 – WI_40_033_W, WI_40_033_E, WI_25_033_E, WI_25_033_W

a) 참고문헌

Wight;J. K. S.;M.A. (1973). Shear Strength Decay in Reinforced Concrete Columns

Subjected to Large Deflection Reversals. Structural Research Series.

Urbana-Champaign;University of Illinois: 308.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WI_40_033_W 실험체

P-δ (MONO) P-δ (CYCL)



- 67 -

WI_40_033_E 실험체

P-δ (MONO) P-δ (CYCL)

WI_25_033_E 실험체

P-δ (MONO) P-δ (CYCL)

WI_25_033_W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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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단면(m

m)

(B×H)

Aspect

Ratio

a/H

s/H
′

(MPa)



(MPa)




(MPa)


축력비

′

NO.1 30×30 2.353 0.392 30.69 402 0.026815 392 0.001881 0.2

NO.3 30×30 2.353 0.784 30.69 402 0.026815 392 0.000941 0.2

NO.4 30×30 2.353 0.392 30.69 402 0.026815 392 0.001881 0.3

Unit_6 30×30 2.353 0.392 30.69 402 0.017711 392 0.001881 0.2

Unit_7 30×30 2.353 0.588 30.69 402 0.017711 392 0.001254 0.2

14) 실험체 – NO.1, NO3, NO.4, Unit_6, Unit_7

a) 참고문헌

Yoshimura;M. T.;Y. and Nakamura;T. (2003). Collapse Drift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The Fifth U.S. - Japan Workshop on Performance-Based Earthquake

Engineering Methodology fo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Hakone;Japan;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UC Berkeley): 239-253.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NO.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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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실험체

P-δ (MONO) P-δ (CYCL)

NO.4 실험체

P-δ (MONO) P-δ (CYCL)

Unit_6 실험체

P-δ (MONO) P-δ (CYCL)



- 70 -

Unit_7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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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조적벽

1) 실험체 – IW1, IW2

a) 참고문헌

Choi H. Cyclic Loading Test of Reinforced Concrete Frame with Unreinforced 

Concrete Block Infil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3(4), 2007.4, 71-78.

b) 실험체 제원

ID


(mm)



(MPa)

보 기둥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IW1 190 26.4 10-D29 D13@100 400X600 12-D22 D10@300 450x400

IW2 190 28.2 10-D29 D13@100 400X600 8-D19 D10@300 450x400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IW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 72 -

IW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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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체 – IF-4.2

a) 참고문헌

Lee JH, Cha SL, Kang DE, Oh SH, Lee YJ, Yi WH, Kim SD. An Experimental Study 

on Seismic Capacity Evaluation of Brick Infilled RC Fram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4;24(1): 47-50.  

b) 실험체 제원

ID


(mm)



(MPa)

보 기둥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IF-4.2 190 20.7 10-D29 D13@100 600X600 8-D22 D10@300 600x600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IF-4.2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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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m)



(MPa)

보 기둥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RMN 90 21 8-D10 D6@75 200X250 8-D10 D6@125 200X200

3) 실험체 – RMN

a) 참고문헌

Lee YH,  Kim MS,  Byon EH,  Kim, HC.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Shear 

Strengthening of Unreinforced Masonry Infilled RC Frames Using CFRP Sheet. EESK 

J Earthquake Eng. 2010; 14(1): 63-70.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RMN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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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m)



(MPa)

보 기둥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IW-RN 90 17.5 8-D10 D10@125 250X250 8-D10 D6@125 250X200

4) 실험체 – IW-RN

a) 참고문헌

신대웅. “조적조 비내력벽을 가진 기존구조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보강방법의 실험연

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5. 서울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IW-RN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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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mm)



(MPa)

보 기둥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주근 전단보강근

단면치수

(mm)

IFB-1 70 21.1 6-D10 D6@100 200X200 8-D10 D6@100 200X200

5) 실험체 – IFB-1

a) 참고문헌

Shin JH, Ha GJ, Lee HJ. Improvement and Evaluation of Seismic Resistant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Infilled Masonry Frame with Restraining Factor 

of Fram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2011;15(3): 125-133.

b) 실험체 제원

c)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IFB-1 실험체

P-δ (MONO) P-δ (CY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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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elastic Analytical Model of Masonry Walls and Columns

Affecting Seismic Performance of School Facilities

Do, Kyeong Seok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Recently, the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occurred. So, there

a lot of focus on the seismic performance of school facilities. School

facilities, which are public facilities, are designated as evacuation

faciliti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fore, school facilities should

have 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However, most of the school

facilities were built before the seismic design standards were

introduced and are expected to be brittle in case of an earthquake.

Since non-seismic school facilities were designed only for gravity loads,

only the minimum transverse reinforcement presented in the standard

were used without seismic details when designing the columns.

un-reinforced masonry walls were classified as non-structural and

considered only as loads in design. However, when an earthquake

occurred recently, the masonry walls resisted the lateral forces,

resulting in cracks. And, in the case of the longitudinal direction,

there are many cases of shear failure of the columns due to

short-column effect in the upper column of the partial masonry infills.

The masonry infil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ehavior of the

structure, and the lateral resistance capacity of vertical members such

as columns influences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building, so in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the effect should be reflec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an inelastic analytical model of masonry walls

and columns was proposed for accurat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school facilities. the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i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rough non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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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includ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trofit manual for school

faciliti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8, and

overseas standards such as ASCE 41-13 and FEMA 356. The columns

suggest different effective flexural stiffness in all three criteria, but

the effect of reducing shear stiffness is not considered. However, the

shear fracture-type column with a large contribution to the shear

force, cannot ignore the effect of shear stiffness reduction due to shear

cracking as the lateral force increases. Therefore, an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to consider the reduction in shear stiffness of the

column. Various material property equ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masonry walls through standards, guidelines, and research. Material

properties include prism compressive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and shear strength, and these are the main equations for estimating

the strength and stiffness of the masonry wall analytical model.

However, the deviation of various material property values is quite

large, and it is highly likely to cause the short-column effect of the

column and change the behavior of the structure.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masonry wall material property equation and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model are needed.

In this study, the test specimens of columns and masonry walls were

verified using the MIDAS Gen commercial program. The reliability of

the column and masonry wall analytical models was confirmed through

nonlinear static analysis. Through nonlinear dynamic analysis,

parameters were selec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ysteresis

behavior that may occur during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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