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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에 따른 채움벽골조의 내진성능

Relation between Shear Strength of Masonry infills and 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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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study, material tests were performed on the masonry specimens constructed with bricks and mortar used in Korea. The specimens 

included two types of thickness(0.5B and 1.0B) and physical conditions (good and poor). It was shown that 1.0B specimens have 3.2~1.8 

times larger shear strength than 0.5B specimens and shear strength of specimens in poor condition was 66%~38% of those in good 

condition. Average shear stress of masonry-infills was calculated from previous experimental studies, and relationships with failure mode, 

material strength of masonry, aspect ratio, and frame-to-infill strength ratio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masonry strength 

on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masonry-infilled frame was studied using a simple example building. It can be seen that the obtained  

average shear stress we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default masonry shear strength recommended by the ASCE 41, and low values 

the strength of masonry does not guarantee conservative evaluation results due to the early shear failure of fram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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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적채움벽 골조는 RC골조 혹은 철골 골조에 조적조의 칸막이벽을 가

진 구조물로 내진설계 시 조적벽은 비구조재로 분류하여 하중으로서만 고

려되나 실제 지진피해사례와 실험결과를 보면 채움벽이 구조물 거동에 큰 

영향을 미쳐 순수 골조와는 완전히 다른 거동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적채움벽이 골조와 상호작용을 하여 파괴모드를 변화시키기 때문으로 

특히 휨파괴가 예상되는 순수골조에 조적채움벽이 사용될 경우 골조의 변

형을 구속하면서 기둥의 전단파괴 및 인장파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강성, 강도 및 변형능력의 측면에

서 조적채움벽의 역할을 내진평가를 위한 해석모델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움벽은 구조물의 횡하중에 대한 강성 및 강도를 증가시키

나 변형능력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움벽의 면내파괴모드는 

크게 가로줄눈파괴, 대각인장파괴, 모서리압괴로 나뉘는데 기존의 실험연

구[1]에 따르면 각 파괴모드별로 강도의 증가 및 비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 큰 차이를 보이며 기존 연구[2-8]에서는 채움벽과 골조의 강도비, 채움

벽의 형상(변장비) 등을 사용하여 파괴모드별 채움벽의 최대강도식을 제시

하고 있다. 

파괴모드의 결정 및 최대강도의 산정을 위해서는 채움벽의 재료강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기준의 경우 조적채움벽 혹은 조적조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조적의 재료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 이러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FEMA 356[5] 혹은 ASCE 41[7]에 제시된 기본재료강도를 근거로 내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적조는 그 구성 재료가 지역에 따라 형태나 

크기, 구성 물질이 다르므로 물성도 달라진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공이 있고 크기가 큰 점토벽돌을 많이 사용하나 국내는 구멍이 없고 상대

적으로 작은 크기(190 x 90 x 56mm의 규격)을 가진 콘크리트벽돌이 채움

벽의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조적개체 및 프리즘에 대한 재료시

험 결과가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 [14,15]아직 기본재료강도를 제안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과

거에 시공된 채움벽은 시공정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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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properties of masonry  (MPa)

Masonry Condition

Good Fair Poor

Compressive strength 8.19 5.46 2.73

Flexural tensile strength 0.182 0.091 0

Shear strength* 0.246 0.182 0.118

* Masonry with a running bond lay-up, or Fully grouted masonry with a 

lay-up other than running bond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적조의 재료특성에 관한 자료축적을 위해 국내에

서 사용되는 벽돌개체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압축강도, 사인장전단강도, 부

착강도에 대한 재료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르타르의 채움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및 채움벽의 두께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에 의한 경향

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적채움벽 골조에 대한 기존 실험연구로부터 채움벽

에 의한 강도 증가분을 조적채움벽이 부담하는 평균전단강도의 형태로 산

정하고 파괴모드, 조적프리즘의 강도, 채움벽의 변장비,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등의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간단한 예제건물을 사

용하여 조적채움벽의 평균전단강도가 전체구조물의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2.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 및 전단강도식

면내방향 하중에 의한 조적채움벽의 파괴모드는 크게 가로줄눈파괴

(bed-joint sliding)와 모서리압괴(corner crushing)로 나눌 수 있다. 골조

와 채움벽의 강도비, 조적개체와 모르타르의 강도비, 채움벽의 변장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파괴모드가 결정되는데 최종 파괴에 이르기까지 횡하

중으로 인해 대각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인장력으로 채움벽에 대각인장균

열(diagonal cracking) 혹은 다수의 가로줄눈 파괴가 동반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골조에 비해 채움벽의 강도가 낮은 경우, 특히 모르타르 줄눈부의 강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낮은 전단력 하에서 가로줄눈파괴가 발생하며, 

채움벽이 충분히 강할 경우 채움벽의 모서리부분이 압축력에 의해 파괴되

는 모서리압괴가 발생한다. 모서리압괴 발생 시 골조의 강성 및 강도가 클 

경우 비교적 작은 영역에서 반대로 골조가 약할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

생하며 이후 골조의 전단파괴로 이어지는 양상을 지닌다. 모든 경우 채움벽

골조의 최종파괴는 채움벽 파괴 후 골조의 파괴에 의해 지배되지만, 모서리 

압괴의 경우 전체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 증가가 현저하나 상대적으로 취성

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FEMA 306[2]에서 조적채움벽의 가로줄눈파괴 시의 초기강도를 부착

과 마찰에 의한 전단력의 합인 식 (1)로 제시하고 있다. 미끄러짐이 발생한 

이후에는 부착력이 사라지고 전단마찰만 남게 된다. 하지만 횡변위가 커지

면 골조의 변형에 의해 채움벽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

로 인해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 (2)로 표현하고 있다. 


        (1)


 

  (2)

여기서, 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는 마찰

계수, 는 채움벽에 작용하는 압축응력, 과 는 각각 채움벽의 길이

와 두께, 은 조적조의 탄성계수이다. 하지만 식 (2)는 횡변위각에 대한 함

수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최종 전단강도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Stafford Smith[3], Pauley and Preistley[4]는 가로줄눈파괴 시 전

단강도를 나타내는 유사한 수식을 식 (3)과 식 (4)와 같이 각각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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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은 채움벽의 수평면적, 는 조적개체와 모르타르의 부착강도, 

은 각각 채움벽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낸다. 는 마찰계수이다. 

FEMA 356[5]에서는 대각인장파괴 시의 강도로 사인장 강도 ′, 채

움벽의 변장비 
, 채움벽에 작용하는 축응력 을 사용한 식 (5)를 

제시하고 있다. 

 ′

 



′


 (5)

한편, Dolšek and Fajfar[6]는 채움벽의 수평방향 강도로 식 (6)를 제시

하였다.







 

 









(6)

여기서, 는 사인장 압축실험으로부터 구한 채움벽의 균열강도이다. 

ASCE 41[7]에서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채움벽의 면적에 조적채움

벽 줄눈의 평균전단강도의 곱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전단강도는 조적조의 

가로줄눈 전단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적조의 가

로줄눈 전단강도는 실험을 통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FEMA 356[5]에

서는 조적채움벽의 평균전단강도의 기본값으로 Table 1을 제시하고 있다. 

Eurocode[8]에서는 조적의 초기 전단강도를 EN 1052-3[9]에 의한 시

험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치가 없을 때 콘크리트 벽돌과 보통 모

르타르의 경우 0.2 MPa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10]의 경우 조적조의 전단강도는 모르타르의 인장강도 , 축압력

응력 , 편심거리 를 통해 식 (7)과 같이 산정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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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for poor condition (b) Compression test

(c) Diagonal compression test (d) Shear strength test 

Fig. 1. Masonry material test specimens

국내기준(KBC 2009)[11]의 경우 조적조의 강도설계법에서 축하중이 

없을 경우 공칭전단강도 은 조적프리즘의 압축강도 ′을 사용하여 식

(8)과 같이 산정하며 최대 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8)

3. 조적재료시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적채움벽의 강도는 조적프리즘의 부착강도, 전

단강도, 인장강도, 혹은 압축강도로부터 산정되며 대부분의 기준에서는 재

료시험을 통해 이들 값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조적조는 외국

과 상이한 조적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외국에서 제시된 재료특성치

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조

적채움벽의 재료특성의 규명을 위해 국내에서 내부칸막이벽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벽돌과 외부칸막이벽의 일부로 사용되는 점토벽돌을 사용한 조적

프리즘으로부터 압축강도, 사인장 전단강도, 부착강도를 구하기 위한 재료

시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채움벽의 강도는 벽의 두께와 상관없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0.5B와 1.0B 조적의 쌓기방법은 상이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쌓기방법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0.5B와 1.0B 

두 종류의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과거와 같이 시공정밀도가 높지 않

게 제작되었던 채움벽의 강도 파악을 목적으로 모르타르의 채움상태가 좋

은 경우와 나쁜 경우 두 종류로 나누어 시편을 제작하였다. 

사용된 재료는 국내 조적채움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종 콘크리트벽

돌과 치장용 점토벽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레미탈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조적개체의 재료시험 결과 평균압축강도가 콘크리트벽돌의 경우 11.85 

MPa, 점토벽돌의 경우 18.87 MPa, 모르타르 큐빅 시험체의 경우 20.38 

MPa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임을 확인하였다. Fig. 1은 시험시편의 

제작 및 각 시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Fig. 1 (a)는 채움상태가 나쁜 시편의 제작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채움정

도가 균일한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틀을 이용하여 벽돌면적의 50%에만 모

르타르가 채워지도록 하였다. 프리즘 압축강도시험은 ASTM C1314[12]

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모르타르 상태가 불량한 시험체의 경우 Fig. 1 

(b)와 같이 모르타르의 형상에 따라 모르타르가 채워지지 않은 부위의 벽돌

을 따라 균열이 발생되면서 파괴되었다. 사인장 전단강도는 ASTM 

E519[13]를 참조하여 Fig. 1 (c)와 같이 벽돌 6켜를 쌓은 400 mm X 400 

mm의 시험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력하여 시험하였다. 시험체는 0.5B, 

1.0B의 두 종류의 두께, 모르타르의 상태에 따라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와 

50%만 채워진 경우로 나눠진다. 이때 0.5B 시험체는 길이쌓기를 하며 

1.0B 시험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식쌓기로 제작하였다.

부착강도 시험은 벽돌과 모르타르 사이의 접착강도를 구하는 시험으로 

BS EN 1052-3[9]을 참조하여 Fig. 1 (d)와 같이 수행하였다. B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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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results of masonry prism (MPa)

Concrete Brick (Good) Concrete Brick (Poor) Clay Brick (Good)

Compressive strength 6.01 3.56 10.90

Diagonal compression shear Strength (0.5B) 0.748 0.491 -

Diagonal compression shear strength (1.0B) 2.384 0.898 -

Bond strength 0.277 - 0.544

Table 3. Test results and estimated values of diagonal shear strength (MPa)

Test (0.5B) Test (1.0B) Lee et al.[14] (Eq. 9) Calvi[16] (Eq. 10) MDG[17] (Eq. 11)

Good 0.748 2.384 1.082 0.301 0.751

Poor 0.491 0.898 0.876 0.178 0.445

1052-3[9]에서는 프리즘의 압축강도에 따라 횡방향으로 가하는 구속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시험에서 콘크리트벽돌의 프리즘 압축

강도가 10 MPa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규정에 따라 시험체 좌우에 가하는 

구속력을 0.1, 0.3, 0.5 MPa의 세 종류로 하여 실험하였다. 점토벽돌의 경

우 프리즘 압축강도 평균이 10.98 MPa로 나타났으나 10 MPa를 크게 벗어

나지 않아 콘크리트벽돌의 경우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다. 부착강도는 구속력을 다르게 한 경우 시험결과를 선형회귀분석을 수

행하여 얻어진 수식에 구속력을 0으로 놓은 경우의 강도에 해당한다. 

Table 2는 조적프리즘의 각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 점토

벽돌은 주로 외장재료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시공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

단되어 모르타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0.5B의 경

우에 대해서만 시험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르타르의 채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압축강도는 60%정도로, 사인장 전단강도는 66%에

서 38%정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벽돌의 두께를 0.5B에서 1.0B로 증가시

키고 쌓기방법을 다르게 한 경우 사인장전단강도는 3.2배에서 1.8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평균전단강도에 단순히 조적의 두께를 곱하

여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기존의 식들로는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1.0B의 두께를 가진 조적채움벽의 강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평

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국내에서 수행된 조적조의 재료시험(Lee et al.[14], Kim et 

al.[15])에서 압축강도의 평균값은 12.55 MPa ~ 8.73 MPa 으로 본 시험에

서 얻은 압축강도의 평균 6.01 MPa보다는 큰 값이나 20 MPa정도로 나타

나는 미국의 콘크리트조적조의 압축강도(TMS 602-11[30])의 평균치보

다는 상당히 낮은 값이다. 사인장전단강도의 경우 Lee et al.[14]은 1.405 

MPa, Kim et al.[15]은 0.549 MPa의 값을 얻은바 있다. 

압축강도와 전단강도 사이의 관계식으로 Lee et al.[14]이 식 (9)을, 

Calvi[16]는 식 (10)을, Masonry Designers’ Guide[17]에서는 식 (11)을 

제시하였다. 

′ ′  (9)

′ ′  (10)

′ ′  (MPa)  (11)

Table 3은 본 시험을 통해 얻는 압축강도로부터 이들 수식을 사용하여 

전단강도를 산정한 결과이다. Calvi[16]의 수식은 전단강도를 매우 과소평

가하며, Masonry Designers’ Guide[17]의 수식은 0.5B 시험체의 전단강

도를 거의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또한 FEMA 356[5] 및 Eurocode[8]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단강도인 0.246 MPa와 0.2 MPa는 본 시험에서 구한 부

착강도인 0.277 MPa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조적채움벽의 평균전단강도

본 절에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된 조적채움벽골조의 실험문헌을 수

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적채움벽으로 인한 강도 증가분을 평균전단강도

의 형태로 산정한 후 이를 실험체의 조건 즉, 조적채움벽의 길이-높이비

(L/h), 조적채움벽과 골조의 강도비(β), 실험체에 가해지는 연직하중, 사용

된 조적채움벽의 재료 강도 등을 변수로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

된 실험논문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와 골조 안에 조적이 완전히 채워진 조적

채움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4는 분석에 사용

된 실험체를 나타낸 것으로 순수골조(Bare Frame)실험시의 최대강도

(
max

 of BF), 채움벽골조 (Infilled Frame)의 최대강도(
max

 of IF), 조

적 프리즘의 압축강도(′),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 길이-

높이비(), 파괴모드, 그리고 계산된 평균전단응력()을 나타낸

다.   산정 시 골조의 강도는 양쪽 기둥의 전단파괴강도를, 채움벽의 경우

는 각 실험체의 조적압축강도로부터 식 (11)에 의해 산정된 사인장전단강

도에 면적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실험체에 사용된 채움벽

이 0.5B로 길이쌓기 되어 있으며, 식 (11)에 의한 예측치가 3절의 재료시험

결과와 가장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전단응력은 채움벽으로 인한 강도

의 증가분 즉, 채움벽골조의 최대강도에서 순수골조의 최대강도를 뺀 후 채

움벽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1-6번까지는 국내의 실험결과, 나머지는 국

외의 실험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채움벽에 인한 강도의 증가분

이 채움벽의 파괴모드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이다. 채움벽의 파괴모드는 크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에 따른 채움벽골조의 내진성능

177

Table 4. Average shear stress of masonry-infills from previous study (MPa)

No. 
max

 of BF (kN) 
max

 of IF (kN) ′(MPa)  
Failure 

mode*
  (MPa) Reference

1 288.30 588.30 14.82 1.46 1.15 DF 0.416 Lee, JH[18]

2 127.00 160.10 3.55 5.89 1.40 BJS 0.338 Nam, WG[19]

3 600.00 972.00 7.20 2.46 1.50 DF 0.594 Choi, H[20]

4 81.70 268.40 10.47 0.69 1.50 DF 0.429 Jang, JH and Kim YM [21]

5 289.00 864.00 11.75 2.89 2.00 DF 1.762 Seo CH et al.[22]

6 85.10 210.80 6.07 2.43 1.81 DF 0.499 Chung, L et al. [23]

7 44.00 85.00 5.11 2.70 1.50 BJS 0.569
Kakaletsis, DJ et al.[24]

8 44.00 70.00 17.68 1.67 1.50 BJS 0.417

9 36.75 163.50 7.97 1.18 1.46 DF 0.723 Sanada, Y., and Konishi D. [25]

10 105.35 275.18 15.09 1.73 1.43 DF 0.908

Mehrabi, ArminB. et al.[26]11 128.61 485.10 13.57 2.66 1.43 CC 1.905

12 105.35 290.18 11.44 1.37 2.08 DF 0.681

13 139.00 221.00 5.10 1.97 1.77 BJS 0.178
Colangelo, F. [27]

14 120.00 224.00 5.10 2.52 1.31 BJS 0.306

15 23.00 38.00 2.77 3.23 1.91 BJS 0.186
Manos, GC et al.[28]

16 23.00 63.00 3.75 2.07 1.91 BJS 0.336

mean value of BJS 0.333

mean value of DF and CC 0.880

DF : Diagonal Failure, BJS : Bed Joint Sliding, CC : Corner Crushing*

Fig. 2. Effects of 

′m  and 


  on average shear stress

게 가로줄눈파괴와 대각 인장-압축에 의한 파괴로 나눌 수 있는데, 가로줄

눈파괴 시보다 대각인장-압축파괴 시 훨씬 큰 강도 증가를 나타내었다. 즉, 

가로줄눈파괴 시 평균전단강도의 평균은 0.333 MPa임에 비해 대각 인장-

압축에 의한 파괴 시의 평균치는 0.880 MPa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큰 값

을 보이는 5번과 11번의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0.607 MPa로 가로줄눈파괴 

시의 전단강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강도 증가가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조에 비해 조적이 약할 경우 가로줄눈파괴가, 

조적이 강할 경우 대각 인장-압축 파괴가 발생하는 경향을 가지며 어떠한 

파괴모드로 파괴되는지는 조적조의 강도, 형상비,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는 이러한 요인들과 산정된 

평균전단강도사이의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적프리즘의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높은 평균전단응력을 나타내는 대각파괴(DF)가 발

생하며 대체로 골조와 조적채움벽의 강도비인 β값이 낮을수록(골조의 강

도가 조적채움벽에 비하여 낮을수록) 조적채움벽의 파괴형상은 대각인장

파괴에 가까워져 전단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적채움벽의 길이를 높이로 나눈 길이-높이비는 파괴모드 및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지는 않으나 그 값이 작을수록 전단강도가 작은 가로

줄눈파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각 요인과 계산된 평균전단

강도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Table 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적프리

즘 압축강도, 골조-채움벽의 강도비, 형상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

강도보다는 압축강도의 제곱근이 더 큰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Fig. 3은 Table 4를 근거로 즉, 프리즘 압축강도의 제곱근, 길이-높이비, 

그리고 골조와 채움벽의 역수의 곱과 평균전단강도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줄눈 파괴는 약간의 예외가 있지

만 ′ 
의 값이 30이하일 경우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수

식을 통해 채움벽의 파괴모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도식 즉, 식 (3)~식 (6)으로 예측된 

강도와 Table 4의 평균전단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때 식 (3)과 식(4)

의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모르타르의 부착강도는 FEMA 306[2]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이 0.25′을 사용하였으며 마찰계수는 0.9로 가정하였

다. 또한 식 (5)의 대각인장파괴 산정 시 축응력 는 채움벽이므로 없다고 

가정하였다. 각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수식에 의한 예측치를, 세로축은 실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평균전단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대각선의 아래쪽에 

데이터가 위치할 경우 예측치가 실험치보다 큰 경우, 즉 과대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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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vs 



Fig. 4. Comparison of average shear stress with estimations by 

Eq. (3)-(6)

 Fig. 5. Example Building

Table 5. Column and beam detail

Column Beam

400 X 300

Rebar : 8-D19

Hoop : D10@300

300 X 600

Top bar : 3-D19

Bottom bar : 5-D19

Stirrup : D10@300

이며 반대로 대각선의 위쪽에 위치할 경우 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비교결과 Stafford Smith[3]의 식 (3)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크며, Pauley 

and Preistley[4]의 식 (4)는 식 (3)에 비해 정확도가 높으나 일부 실험의 경

우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FEMA 356[5]의 식 (5)는 대각파괴의 경

우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Dolšek and Fajfar[6]의 식 (6)은 정확

도가 높으나 조금씩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5. 채움벽의 전단강도에 따른 내진성능

앞서 기존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가로줄눈파괴 시 평균전단강도는 0.333 

MPa이며 대각파괴의 경우 특이치를 제외한다고 해도 0.607 MPa에 달해 

ASCE41[7]에서 상태가 좋은 채움벽의 평균강도로 제안하고 있는 0.246 

MPa 보다 상당히 큰 값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조적재료시험에 의하면 조

적의 두께가 0.5B일 경우에 비해 쌓기방법이 다른 1.0B의 두께인 경우 사

인장전단강도는 3.2배가 증가하여 두께를 0.5B에서 1.0B로 두 배 증가시

킬 경우 조적조의 전체전단강도는 최대 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조

적조의 강도증가가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최대강도가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비선형 능력이 

감소한다면 취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어 최대강도 이후 급격한 강도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로줄눈파괴의 경우에는 강도에 기여분은 상

대적으로 낮으나 연성적인 거동을 하며, 대각파괴의 경우는 최대강도가 높

지만 상대적으로 취성적인 거동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간단한 조적채움벽골조 구조물을 대상으로 4절에서 분석

한 파괴모드별 평균전단강도의 평균값, 즉 가로줄눈파괴 시 0.33 MPa 와 

특이치를 제외한 대각파괴시의 전단강도의 평균값 0.60 MPa를 채움벽의 

전단강도로 할 경우, 그리고 ASCE41[7]에서 제안된 기본강도 중 재료상

태가 나쁨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전단강도가 0.12 MPa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비선형정적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5는 해석에 

사용된 조적채움벽 골조로서 표준설계도면에 의해 건설된 소규모 학교건

물이다. 이 건물은 장변방향으로는 창호와 허리벽이 있으며 단면방향으로

는 양단부와 중앙의 3곳의 라인을 따라 길이 7.5 m인 1.0B 두께의 채움벽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움벽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변방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제건물은 2층으로 각층의 층

고는 3.3 m이며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기둥과 보 단면의 크기 및 배근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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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Deformation capacity of masonry infill [from ASCE 41]

 Fig. 7. Pushover analysis results

채움벽은 ASCE41[7]의 등가스트럿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조적의 

평균전단강도가 0.33 MPa인 모델의 경우 프리즘 압축강도 ′

은 Table 4

에서 가로줄눈파괴가 일어나는 실험체에 사용된 조적의 압축강도의 평균

값인 6.15 MPa를 사용하였고, 평균전단강도가 0.60 MPa인 모델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해당 실험체에 사용된 조적의 압축강도의 평균값인 10.9 

MPa를 사용하였다. 평균전단강도가 0.12 MPa인 모델의 경우 압축강도는 

ASCE41[7]에서 제시하는 2.73 MPa를 사용하였다. 

골조부재 및 등가스트럿의 힌지파라메터, 즉 비선형능력은 부재의 조건

에 따라 ASCE41[7]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등가스트럿의 비선형

변형능력은 ASCE 41[7]에 Fig. 6과 같이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와 길

이-높이비 에 따라 채움벽의 붕괴 시 변형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채움벽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또한 길이-높이비

가 클수록 변형능력이 감소한다. 예제건물의 경우 채움벽의 길이-높이비는 

7.5/3.3=2.27로 2를 초과하며,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도 대부분의 경우 

0.7이하로 나타나 변형능력은 0.3%에 해당한다.

Fig. 7은 예제건물의 푸시오버해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점선은 

채움벽이 사용되지 않는 순수골조의 경우로 채움벽이 사용될 경우 강도 및 

강성은 증가하고 변형능력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과 같이 이러한 

경향은 채움벽의 전단강도가 높을수록 심하게 나타나 등가스트럿이 먼저 

횡하중을 부담하여 최대강도에 도달하나 등가스트럿의 붕괴와 함께 강도

가 갑자기 감소하는 취성적인 파괴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원형마크는 

지반에서의 성능점을 나타낸다. 순수골조의 경우는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아 구조물이 붕괴되는 상황에 해당되며, 전단강도가 0.12 MPa인 경우는 

등가스트럿의 파괴이후 상당한 변형이 발생한 이후에 성능점이 형성되었

다. 전단강도가 0.33 MPa, 0.60 MPa의 경우는 채움벽의 파괴이전인 탄성

상태에서 성능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채움벽 반력에 의한 

골조의 전단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조적채움벽 골조의 거동을 

충분히 모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 

ASCE 41[7]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일

정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전체 스트럿 반력의 수평분력이 기둥에 가해질 

때 기둥의 전단파괴여부, 또한 전체 스트럿 반력의 수직성분이 보에 가해질 

경우 보의 전단파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Fig. 7의 사각형 마크는 

ASCE41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기둥에 전단파괴가 일어나는 시점을 표

시한 것이다. 채움벽의 전단강도 


이 0.60 MPa와 0.33 MPa일 경우 기

둥의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은 각 경우 탄성구간에 형성된 성능점에 해

당하는 강도의 28% 및 32%로 나타났으며, 0.12 MPa인 경우 성능점 강도

의 60%에 해당한다. 즉, 채움벽의 전단강도가 높을수록 초기에 기둥의 전

단파괴가 일어나며 그때의 강도는 Fig. 7에서 볼수 있듯이 순수골조의 최대

강도보다 낮은 값이다. 하지만 전체 스트럿 반력 모두가 기둥이나 보 한쪽에 

전단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일 수 있다. 횡하중 작용 

시 골조의 변형에 의해 등가스트럿이 기둥과 보에 균등하게 형성되며 지압 

및 부착에 의해 스트럿 반력이 골조에 전달된다고 보고 기둥에 전달되는 스

트럿의 반력을 전체 반력의 절반으로 가정할 경우 기둥이 전단파괴되는 시

점은 Fig. 7 그래프의 마름모꼴 마크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ASCE 41[7]규정을 적용할 경우 채움벽의 강도가 높을수록 

초기에 기둥의 전단파괴가 일어나며 그때의 강도 및 변위는 채움벽 강도를 

낮게 본 경우에 비해 낮아져 오히려 내진성능에 불리하다. 따라서 채움벽의 

강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채움벽 골조의 내진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현행 해석방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채움벽 골조의 실험결과에서는 채움

벽의 강도에 따라 기둥의 전단파괴도 발생하나 순수골조에 비해 최대강도

는 증가한다. 그러나 채움벽을 하나의 등가스트럿으로 치환하여 중심가새

골조와 같이 모델링할 경우 골조의 전단파괴 모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

재별 응력분포도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또한 

골조의 전단파괴 모사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ASCE의 규

정은 보수적인 측면의 내진성능평가규정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실제 구조물 거동의 모사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움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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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적조의 재료특성에 관한 자료축적을 위해 국내에

서 사용되는 벽돌개체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압축강도, 사인장전단강도, 부

착강도에 대한 재료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채움벽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

우 및 채움벽의 두께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에 의한 경향을 파악

하였다. 시험결과 모르타르의 채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압축강도는 60%

정도로, 사인장전단강도는 66%에서 38%정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벽돌의 

두께를 0.5B에서 1.0B로 증가시키고 쌓기방법을 다르게 한 경우 사인장전

단강도는 3.2배에서 1.8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평균전단강

도에 단순히 조적의 두께를 곱하여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기존의 식들로는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1.0B의 두께를 가진 조적채움벽의 

강도는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적채움벽 골조에 대한 기존 실험연구로부터 채움벽에 의한 강도 

증가분을 조적채움벽이 부담하는 평균전단강도의 형태로 산정하고 파괴모

드, 조적프리즘의 강도, 채움벽의 변장비,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등의 영

향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크게 가로줄눈파괴 

및 대각 인장/압축파괴로 구분할 때 가로줄눈파괴 시 조적채움벽의 평균전

단강도는 0.33 MPa 정도이며 대각파괴 시는 0.60 MPa 정도로 나타나 

ASCE41[7]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재료강도보다 상당히 큰 값을 가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채움벽의 전단강도는 프리즘압축강도의 제곱근, 골조와 

조적의 강도비, 채움벽의 변장비 순서로 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조합한 값인

′ 
이 30이하일 경우 가로줄눈파괴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간단한 예제건물을 사용하여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가 전체구조물의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채움벽을 중심가새와 같은 형태의 

스트럿으로 모델링하고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 후 ASCE41[7]의 규정에 따

라 기둥의 전단파괴를 검토한 결과 채움벽의 강도가 높을수록 초기에 기둥

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내진성능이 나빠지므로 채움벽의 강도를 낮게 설

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인 평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등가

스트럿의 반력이 모두 기둥에 전달된다고 가정하는 ASCE 41[7]의 규정은 

너무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채움벽 반력에 의한 기둥의 전단파괴에 

대한 연구 및 중심스트럿모델 대신 기둥의 전단파괴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

링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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