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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of unreinforced masonry(URM) walls for the nonlinear static analysis which has 

been generally used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a building employing URM walls as seismic force-resisting members. 

The developed model consists of fiber elements used to capture the flexural behavior of an URM wall and a shear spring element 

implemented to predict its shear response. This paper first explains the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model and describes how to 

determine the modeling parameters of fiber and shear spring elements based on the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of masonry prisms. The proposed model is then verified throughout the comparison of its nonlinear static 

analysis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URM walls carried out by other researchers. The proposed model well captures the 

maximum strength, the initial stiffness, and their resulting load - displacement curves of the URM walls with reasonable resolution. 

Also, it is demonstrated that the analysis model is capable of predicting the failure modes of the URM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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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은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

으로 인하여 1970년  이후 층건물에 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형식이다(Yoon et al., 2002; Kwon et al., 2013).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08)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층 건축물의 약 45% 이상이 횡력에 한 항

시스템으로 조 조 구조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분의 

조 조 건축물은 1990년  이 에 건설된 3층 이하로, 내진

설계 는 한 내진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한 비

보강 조 조 건축물은 콘크리트 벽돌, 모르타르 등과 같은 

취성 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 시 품질의 변화가 

심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한 재료  물성과 비보강 조 조 

벽체의 보유내력에 한 객 인 평가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재료  특성 등과 련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의 지진응답 측에 요구되는 해석모델은 역학이론에 

근거하여 수립되기 보다는 실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수립

되는 것이 일반 이다.

압축력에 해서는 충분한 강성과 항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압축강도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히 작고, 재료의 취성  거동 

특성을 가진 조 조 벽체의 반복하 에 한 거동을 악하기 

해서는 구성재료의 구조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Yi 등(2004)과 Kwon 등(2009)에서는 국내 비보강 조 조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  모르타르에 한 

실험  평가를 바탕으로 구조  특성을 연구하 다. Lee(2004)

는 재료의 구조 특성을 실험 으로 악한 후, 비보강 조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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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ing failure (b) Toe crushing failure

(c) Bed-joint sliding failure (d) Diagonal tension failure

Fig. 1 Failure modes of unreinforced masonry walls 

체의 괴모드  강도식을 제안하기 하여 형상비와 개구부

의 유무를 변수로 한 조 벽체의 실험을 수행하 다. 조 벽체에 

한 보다 구체 인 해석모델 작성과 련하여 Kim 등(2011)

과 Kwon 등(2013)은 비보강 조 벽체를 양단에 소성거동이 

가능한 힌지 모델이 포함된 하나의 선 부재(line element)로 

모델링하여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이런 모델링 방법은 벽체의 반복가력 실험을 통하여 이력특성을 

악하여 이를 소성힌지 모델에 반 할 경우에는 비교  정확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실험이나 각 개별벽체를 상으로 

상세 유한요소해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 벽체의 괴

모드와 비선형 이력거동 특성이 구조물의 해석모델에 반 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Kim 등(2002)과 Heo 등(2009)은 

조 벽체의 재료 비선형성  균열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분류

균열(discrete crack)과 분포균열(smeared crack)모델을 

활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비보강 조 벽체의 

거동을 해석 으로 평가하 다. 조 벽체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선 부재를 이용한 해석모델에 비하여 비교  신뢰성 높은 비선형 

반복응답 거동을 구할 수 있지만 과도한 해석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을 가진 다수의 조 벽체로 구성된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의 지진응답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 벽체의 실험 , 해석  연구를 바탕으로 Baek 등

(2014)은 괴모드에 따른 이력특성을 반 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모델을 제시하 으나, 조 벽체의 개구부 주변 단균열 

등의 취약부 상세거동을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비보강 조 벽체 해석모델의 

문제 을 보완함과 동시에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시 취약부의 상세거동을 비교  하게 악할 수 있는 

조 벽체의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조 벽체의 해석모델은 이버 요소(fiber element)와 

단스 링 요소(shear spring element)로 구성된다. 기존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조 벽체 구성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정의하고, 이를 이버 요소와 단스 링 

요소에 용하는 방법에 해서 기술한다. 제안된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하 -변  계와 괴모드, 취약부 

거동 등을 기존 조 벽체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비보강 조 조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 벽체의 해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비보강 조 벽체의 해석모델 제안

2.1 비보강 조 벽체의 괴모드

비보강 조 벽체의 해석모델은 면내 방향 하 에 하여 비

보강 조 벽체의 항복 발생 시 의 측뿐만 아니라 항복 발생에 

직 인 향을 주는 괴모드를 측할 수 있는 기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Fig.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비보강 조 벽체의 

괴모드는 휨거동에 의해 유발되는 강체회  괴(rocking 

failure), 단부 압축 괴(toe crushing failure)와 단거동에 

의해 유발되는 가로  괴(bed-joint sliding failure), 

사인장 괴(diagonal tension failure)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EMA, 1998).

강체회  괴는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강체회 이 벽

체의 높이방향 양단부에 이 괴되는 것으로 강도의 증가 

 감소 상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회 하는 방향으로 큰 변형을 

발생시킨다. 단부 압축 괴는 일반 으로 강체회 이 발생한 

이후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벽체의 모서리 부분에서 국부 으로 

응력이 집 하여 발생하며 이력특성은 강체회  괴와 유사

하다. 가로  괴는 벽체에 작용하는 단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 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며 면외 방향으로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교  안정 인 이력거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사인장 괴는 일반 으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가 

벽돌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상 으로 클 경우에 발생하는 

단 괴로, 벽돌의 쪼개짐을 동반하는 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괴가 진 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하(unloading) 

 재재하(reloading)시 강도 감, 핀칭(pinching) 등의 강성

감이 두드러지는 거동특성을 가진다. 앞서 언 한 네 가지 

비보강 조 벽체의 괴모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조 개체, 

모르타르 등 재료  특성과 벽체의 구속조건, 형상비, 작용 축

하   시공방법 등이다.

FEMA 306(FEMA, 1998)에서는 축응력, 형상비, 재료 

물성치를 변수로 하여 조 벽체의 괴모드 별 강도식을 제시

하고 있다. 강체회  괴강도, , 단부 압축 괴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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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괴강도, , 사인장 괴강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

  (2)

     (3)

  ′

′


(4)

여기서, 는 축하 (N), 은 벽체길이(mm), 는 벽체 유효

높이(mm), 는 경계조건(고정단 : 1.0, 자유단 : 0.5), ′는 

조 리즘 압축강도(MPa), 는 축응력(MPa), 는 수평

 미끄러짐 단강도(MPa), 은 벽체 단면 (mm2), 

는 모르타르 단강도(MPa), ′는 조 리즘의 사인장 

단강도(MPa), 는 형상비 계수( 0.67일 때 0.67, 

0.67 ≤1.0일 때 ,  1.0일 때 1.0)

이다. 이 때 조 벽체의 강도는 에서 제시하고 있는 괴

모드별 강도  최솟값이 된다.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순벽체 

단면이 횡하 에 항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골조효과에 의한 

추가 인 강도는 무시한다.

2.2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거시모델

비보강 조 벽체의 비선형 거동을 해석 으로 측하기 한 

모델링 방법은 거시  모델링(macroscopic modeling)과 

미시  모델링(microscopic modeling)로 구분할 수 있다. 

표 인 거시  모델링 방법은 비선형 축방향 스 링과 회  

스 링을 활용해 단벽의 체 거동을 모델링하는 방법인 보-

기둥 모델이다. 보-기둥 모델은 하 -변  계를 결정하기 한 

모델링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비교  간단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립축의 이동과 강체회  상을 표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실험결과를 활용하여 하 -변  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상비나 축력비 등이 실험과 매우 상이한 조

벽체에 해서는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반면 미시  모델링 방법으로 상세 유한요소법은 조 벽체의 

체 거동뿐만 아니라 조 개체  모르타르의 응력-변형률 계, 

균열양상 등을 측할 수 있으나, 높은 정 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조 벽체로 구성되어 있는 조 조 건축물의 지진응

답을 구할 경우, 해석모델을 수립하고 해석을 수행하는데 요구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단 이 있다.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거시모델은 조 개체의 

비선형성을 반 하여 조 벽체의 휨과 단에 의한 비선형 

거동을 추정할 수 있는 거시  해석모델  하나이다. 이버 

요소는 휨 변형에 의하여 발생되는 립축의 이동과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모사하는데 사용되며, 조 벽체의 단거동은 

별도의 단스 링 요소로 구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모델은 상세 유한요소해석 기법에 비해 비교  간단하게 해석

모델을 수립할 수 있고, 해석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 으로 인하여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거시

모델은 최근 들어 콘크리트 단벽식 건축물의 지진응답을 계산

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

Fig. 2에서는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거시모델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링을 해서는 조 벽체 단면을 

이버 요소로 분할하며 이때 각 이버 요소에는 조 개체의 

응력-변형률 계가 부여된다. 이 모델에서 조 벽체는 벽체 

면내변형이 발생할 때 휨 변형에 해 평면유지의 법칙이 용

되며, 이에 따라 각 이버의 변형률은 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선형 비례 으로 증가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산된다. 각 

이버 요소의 변형률로부터 재료의 응력-변형률 계를 토 로 

요소의 응력이 산정되고, 최종 으로 단면의 심에서 조

벽체의 휨모멘트와 축력을 계산하게 된다. 

Fig. 2 Modeling of an URM wall using fiber and shear 

spring elements

3.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거시모델의 비선형 

정  해석결과 분석

3.1 기존 문헌에서 수행된 비보강 조 벽체 실험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사용한 비보강 조 벽체 해석

모델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비보강 

조 벽체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08)와 Lee 등(2006)

에서 수행한 비보강 조 벽체의 실험결과를 비교연구를 해 

사용하 다. 휨  단변형 양상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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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Length, 

mm

Aspect 

Ratio

Failure 

mode
′, MPa , MPa

W1 1,190 0.44 R

6.18 496
W2 1,790 0.67 R, TC

W3 2,690 1.00 R, TC

W4 3,590 1.33 R, TC, BJS

W5 3,990 1.48 R, TC, BJS
8.80 774

W6 5,390 2.00 R, BJS

※ Height : 2,700mm, Axial Stress : 0.25MPa, Thickness : 

190mm, R : Rocking failure, TC : Toe crushing failure, BJS : 

Bed-joint sliding failure,  : Elastic modulus of URM 

prism

Table 1 Summary of test specimen details obtained from 

existing literatures

(a) W1 (b) W2 (c) W3

(d) W4 (e) W5

(f) W6 (g) Section

Fig. 3 Dimensions of URM walls selected for this study 

carried out by other researchers(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Lee et al., 2006)
Fig. 4 Compressive stress-strain relation of fiber 

element

Fig. 5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applied to each 

fiber element

것으로 단되는 형상비(벽체 길이/벽체 높이)를 변수로 총 6

개가 본 연구를 하여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비보강 조 벽체의 

단면과 입면의 형상은 Fig. 3과 같다. Table 1에 조 벽체의 

크기, 형상비, 실험을 통해 나타난 괴모드와 재료의 구조  

특성 값을 정리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상비가 작은 

조 벽체는 휨 거동이 지배 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괴모드는 

강체 회 괴나 단부 압축 괴로 확인되었다. 반면, 형상비가 

큰 조 벽체는 단 거동이 지배 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괴

모드는 가로  괴로 확인되었다. 

조 벽체를 구성하는 조 개체의 압축강도  탄성계수는 

장배합조건을 기 으로 조 리즘의 1축 압축실험을 통해 

평가되었으나, 단강도  단탄성계수를 평가하기 한 

실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3.2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용한 비보강 

조 벽체의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상용 비선형 해석 로그램인 PERFORM- 

3D(CSI, 2009)를 사용하여 비보강 조 벽체의 해석모델을 

수립하 다. 비보강 조 벽체의 괴모드가 찰될 때까지 변

제어방식으로 해석모델의 최상부에 강제변 를 증가시켰다. 

강체 회 괴  단부 압축 괴 시 단면의 외측 역에서 발생

하는 인장  압축변형률을 정확하게 찰하기 해서 벽체 

요소의 최소크기를 벽체 길이의 20%보다 작게 고려하 다

(Rai et al., 2007). 분할된 요소들 에서 특정한 요소에 횡변

형이 집 되지 않도록 수평방향으로 분할된 이어마다 휨강

성이 충분히 큰 매입보(embedded beam) 요소를 용하 다. 

실험에서는 조 벽체의 면외방향 변형을 제어하기 해 횡력 

가력선 상부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하고, 조 벽체의 상부에 

가력 임을 설치하 다. 이를 고려하기 하여 본 해석모델

에서는 면외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여 면외방향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 다.

조 개체의 압축변형 시 응력-변형률 계는 식 (5)와 같이 

Hognestad(1951)가 제시한 포물선 형태의 그래  개형과 

높은 유사성을 나타낸다(Hend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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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yclic shear test results of mortar prism 

(Rahman, et al., 2014)

Fig. 7 Shear stress-strain relation of shear spring 

element

  ′′
 ′′

 


(5)

여기서, 과 은 각각 조 리즘의 압축강도(MPa)와 압축

변형률, ′과 ′은 각각 조 리즘의 최 압축강도  이에 

응되는 압축변형률이다. Table 1에 조 개체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로부터 식 (5)를 사용하여 포물선 형태의 압축변형 

시 응력-변형률 계를 작성하고, 수치해석을 간략화하기 해 

Fig. 4의 실선과 같이 삼선형의 곡선으로 이상화하 다. 이때 

재료 실험결과인 조 리즘의 탄성계수, 는 미국시험재료

회 규격(ASTM, 2017)에 따라 응력-변형률 계의 0.05

′과 0.33′인 두 을 연결하는 할선 강성을 사용하 다.

조 개체의 인장강도를 연구한 문헌(Shabdin et al., 

2018)에서는 조 리즘 실험 시 인장강도는 0.1MPa 내외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 리즘의 인장강도를 Table 1에 정리된 압축강도의 

2.5%로 가정하 으며, Belarbi 등(1994)이 제시한 식 (6)과 

(7)의 인장강도 모델을 활용하여 응력-변형률 계를 Fig. 5와 

같이 수립하 다.

   ≤   (6)

  











     (7)

여기서, 는 조 리즘의 인장강도, 은 조 리즘의 균열

강도, 은 조 리즘의 균열 시 변형률이다. 

단강도  단탄성계수를 결정하기 하여 조 개체의 

단실험을 수행한 기존문헌의 연구결과를 참고하 다. 국내 

비보강 조 벽체는 일반 으로 조 개체가 모르타르와 비교

하여 높은 강도를 가지므로 단변형 시 주요한 괴는 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조 개체 에서의 직  단 괴를 

실험 으로 평가한 Rahman 등(2014)은 Fig. 6에서와 같이 

조 개체의 반복가력 실험을 통해 조 개체의 단변형 시 이력

거동을 연구하 다. 조 개체의 단변형 시 이력거동은 모르

타르 균열로 인한 부착력 하가 발생한 후 일정한 수 의 단

강도를 나타내는 안정 인 마찰거동과 유사한 형태를 띄었으며, 

공시체에 작용하는 축응력과 모르타르 균열이후 조 개체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마찰거동이 지배 메커니즘을 밝 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Rahman 등(2014)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조

개체의 단거동을 나타내는 단스 링 요소의 단응력()-

단변형도() 계를 Fig. 7에서와 같이 고려하 다. 여기서, 

, 는 각각 조 개체의 가로  균열 시 단강도와 단 

변형률을 나타낸다. 단강도는 시설안 공단(KISTEC, 2013)

에서 제시된 공칭 단강도의 기본 값을 활용하 다. 재료 상태가 

양호한 경우로 단하여 0.26MPa을 조 개체의 단강도로 

결정하 다. 단탄성계수, 은 국내 조 벽체를 상으로 

한 실험을 한 Lee(2004)의 연구결과에 따라 조 리즘 탄성

계수, 의 20%로 설정하 다. 가로  괴 후 상부 조

벽체가 하부 조 벽체와 하는 면이 벽체 면 의 50% 이하

이면 불안 성으로 인해 미끄러짐 거동을 하지 못하고 면외 

방향으로 넘어질 것을 고려하여 조 벽체의 반 두께를 미끄

러짐의 한계치로 정의하 다. 한 이를 토 로 최 단변형률, 

을 결정하 다. 

3.3 기존의 조 벽체 실험결과와 비선형 정  해석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버와 단스 링 요소를 이용한 거시

모델의 해석결과와 기존 문헌의 조 벽체 실험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으며, 각각의 하 -변  곡선은 Fig. 8에 비교하 다. 

실험결과로 제시된 하 -변  곡선은 반복가력 실험결과의 기 

가력방향 이력거동의 포락곡선이다.

해석결과는 기존문헌의 조 벽체 실험결과와 기강성, 과 

최 강도, 에서 유사성을 보 다. 형상비가 1.0 이상인 

조 벽체의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에 비하여 기강성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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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Failure 

mode

Analysis, 

kN

Analysis

/Test

Analysis, 

kN/mm

Analysis

/Test
Analysis

W1 28.0 0.802 14.3 0.852 R

W2 62.7 0.906 26.1 0.691 R

W3 132.9 0.995 44.9 0.968 BJS

W4 177.4 0.888 62.4 1.165 BJS

W5 197.1 1.058 100.7 1.126 BJS

W6 266.5 0.977 140.0 0.996 BJS

Table 2 Comparison between test and analytic results

(a) W1 (b) W2 (c) W3

(d) W4 (e) W5 (f) W6

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s of URM wall specimens

크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형상비가 1.0 이하인 조 벽

체의 해석결과는 반 의 경향을 보 지만, 반 으로 해석

모델이 조 벽체의 기강성을 잘 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 강도에 해서는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으로 10% 정도 낮은 수치를 보 다. 

해석결과로 제시된 하 -변  곡선은 강체회  괴모드가 

지배 인 조 벽체 W1, W2에 해서는 실험결과와 그래  

개형이 거의 일치하 으나, 가로 괴가 괴모드로 나타

나는 조 벽체 W3, W4, W5는 항복 시 에서의 하 -변  

곡선 개형이 기존문헌의 조 벽체 실험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단조가력을 수행한 본 연구의 해석결과와 

반복가력 실험결과에 의한 포락곡선을 직  비교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반복가력 상태에서의 조 벽체는 반 방향으로 가력 

시 발생한 균열로 인한 재재하시 강성 감 상을 단조가력을 

한 해석모델에서는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하여 실무에서 리 사용되는 PERFORM- 

3D(CSI, 2009)는 반복가력형태의 하 을 입력하기 쉽지 않

으며, 조 조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일반 으로 비선형정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

벽체의 단조가력에 의한 구조  성능을 악하는데 주력하 다. 

가력방식에 의한 거동 측의 오차 발생과 합께, 조 벽체 W6 

실험체는 층간변 가 증가함에 따라 최 강도 이후에 면외 방향 

변형이 증가하여 하 -변  곡선에서 진 인 강도 감이 

발생한 반면 본 연구의 해석모델에서는 조 벽체의 면외 방향의 

변형을 구속하여 해석결과의 실험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가력 시 상세거동을 악하기 해 해석모델에 변형률 게이지 

요소(axial strain gauges, shear strain gauge)를 추가하여 

조 벽체의 좌·우측 하단부의 축변형률과 하단 앙부에서의 

단변형률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Fig. 9에 제시하 다. 

횡변 가 재하되기  시 에서는 조 벽체 하단 좌·우측에서 

조 벽체 상부에 가해지는 수직하 에 의한 압축응력 0.25 

MPa에 상응하는 압축변형률이 발생하 다. 재하 기에는 조

벽체의 강체거동으로 인하여 하단 좌측에서는 압축응력의 감소, 

하단 우측에서는 압축응력의 증가가 찰되었다. 조 벽체에 

가해진 횡변 가 증가함에 따라 하단 좌측의 압축응력이 인장

응력으로 환되었으며, Fig.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0.2%의 층간변 에서 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조

벽체 W1, W2는 인장 균열 발생 후 층간변 가 증가함에 따라 

좌측 단부의 인장 변형률이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이를 

토 로 해당 조 벽체는 강체거동으로 인해 회  변형만 증가

하고 추가하 은 지지하지 못하는 강체회  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거동은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측정되어 

해석모델이 조 벽체의 강체회 거동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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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le strains measured at an axial gauge(AG1) element

(b) Compressive strains measured at an axial gauge(AG2) 

element

(c) Shear strains measured at a shear gauge(SG) element

Fig. 9 Strain-drift relations of URM walls

으로 단된다. Fig. 9(b)에서와 같이 모든 조 벽체는 0.3~ 

0.5%의 층간변 에서 압축측 조 벽체에 기 탄성범  이상의 

압축 변형률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벽체 W3, W4, 

W5, W6은 일정한 압축변형률 도달 후, 층간변 가 증가하더

라도 압축변형률의 추가 증가는 찰되지 않았으나 강체회 이 

발생하는 조 벽체 W1, W2는 압축변형률이 지속 으로 증가

하 다. 강체회  괴가 나타나는 조 벽체 W1, W2는 Fig. 

9(c)에서와 같이 일정한 단변형률에 도달하면 층간 변 의 

증가에 따라 더 이상의 단변형률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조 벽체 W3, W4, W5, W6에 해서는 0.2~0.3%의 

층간변 에서 가로  균열 시의 변형률, 에 도달한 이후에 

최  2.0%의 증간변 까지 지속 으로 단변형률이 증가

하 으나 최 단변형률, 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를 토 로 

해당 조 벽체들이 단지배 인 거동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버 요소와 단 스 링으로 구성된 비보

강 조 벽체의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 으며, 하 -변  계, 

취약부 거동, 괴모드를 기존 조 벽체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시된 모델링 기법을 검증하 다. 이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 벽체의 휨거동을 측하기 한 이버 요소와 

단거동을 측하기 한 단 스 링을 병렬 모델링한 

해석모델을 구축하 으며, 이버 요소와 단스 링 

요소의 응력-변형도 계를 기존 연구결과를 토 로 결

정하 다.

(2) 엔지니어 단에 따른 허용오차범  내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해석모델은 실험체의 기강성과 최

강도를 비교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석모델은 조 벽체의 취약부인 양단부 이버 요소

의 인장  압축변형률 변화와 조 벽체 앙부의 단

변형률 변화를 토 로 형상비가 1.0이하인 조 벽체의 

강체회  괴와 형상비가 1.0이상인 조 벽체의 가로

 괴와 같은 휨  단지배형 괴모드를 비교  

정확하게 측하 다.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해석모델은 조 벽체의 휨거동과 

단거동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조 개체의 응력-변형

도 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이 있으므로 이

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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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지진에 항하는 부재인 비보강 조 벽체로 구성된 건물의 내진성능평가에 활용되는 비선형 정 해석을 한 

비보강 조 벽체의 해석모델을 수립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해석모델은 비보강 조 벽체의 휨거동을 모사하기 한 이

버 요소와 비보강 조 벽체의 단에 한 응답을 측하기 한 단스 링 요소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먼  제안하고 있

는 모델의 형상에 해서 설명하고, 기존에 행해진 조 조 리즘의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을 근거로 이

버와 단스 링 요소의 물성치에 한 결정 방법을 설명한다.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비선형 정  해석결과와 다른 연구자

들에 의해 수행된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해당 모델은 최 강도, 기강성, 그리고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비보강 조 벽체의 하 -변  곡선을 하게 모사하고 있다. 한, 해석모델이 비보강 조 벽체의 괴모드를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용어 : 비보강 조 조, 이버 요소, 단스 링 요소, 비선형 정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