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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적채움벽은 건축적인 이유로 오래전부터 철근콘크리트 (RC) 골조에 

사용되어 왔다 [1, 2].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비구조체로 간주되어 해석

이나 설계 과정에서 무시되었다 [1], [3, 4]. 이는 조적채움벽의 불확실성, 

조적채움벽과 RC 골조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하지만 조적채움벽이 RC 골조의 강도, 강성, 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적채움벽을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테면 조적채움벽은 골조가 중력하중을 저항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3]. 하지만 지진하중과 같은 횡하중하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조적채움벽으로 인해 골조의 고유주기가 감소하게 되어 전체 건물에 작용되

는 지진하중이 증가할 수 있고 [6], 기둥의 단면력 분포가 변화하여 취성적

인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층붕괴 (story collapse)로 이어질 수 있다 [7, 8].

대부분의 과거 연구는 조적채움벽이 골조의 경간을 모두 채우고 있는 경

우 (이하, 조적채움벽 골조)에 대하여 실험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두기 위하여 골조 내부에 일정 높이를 갖는 조적허리벽을 설

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적허리벽을 경계로 기둥의 전단경

간길이 ( )가 변화하여 설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단파괴로 이어지

는 단주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9-11].

중약진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RC건물의 일

부만이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건설되었다 [12, 13]. 이와 같이 중력하중에 

대해 설계된 RC 모멘트골조 (이하, 중력골조)의 기둥부재들은 현행 내진기

준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넓은 횡보강근 간격과 짧은 주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를 갖는다. 또한 기둥횡보강근은 90도 갈고리를 갖기 때문에 지진으로 

붕괴에 이를 수 있다 [14-16]. 

이러한 현상은 기둥 부재 사이에 조적채움벽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다 [9], [11], [17, 18]. 중력골조와 조적허리벽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고

려하지 못하면 중력골조의 정확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어

려워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적허리벽이 중력골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총 3개의 1층 1경간 중력골조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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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복 횡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실험체 상세

실험체는 Fig. 1와 같이 조적채움벽이 없는 골조 (S0), 경간을 모두 조적

벽으로 채운 골조 (S100), 조적허리벽골조 (S50)로 구성하였다. 실험체의 

상세는 문교부 [19]을 참고하였으며, 구조 실험실 여건의 한계로 인해 실제

의 3/5 크기로 축소하였고 보경간길이-기둥길이비 또한 1.35에서 0.92로 

축소하여 제작되었다. 기둥은 직사각형 단면 (300 mm × 210 mm)이며, 순

길이 ()는 1680 mm이다. 기둥 주철근과 횡보강근은 각각 D13와 D6을 

사용하였으며, 주철근과 횡보강근의 철근비는 각각 2.0%와 0.1%로 설계

되었다. 횡보강근의 갈고리 각도는 90°이고 중심간의 간격 (center-to-center 

spacing) 은 180 mm이다. 콘크리트 공칭 압축강도와 철근 공칭 항복강도

는 각각 21 MPa와 400 MPa이다. 참고로 Fig. 1에서 기둥 이외의 철근은 

표기가 생략되었으며, 스트레인 게이지 (strain gauges)는 Fig. 1와 같이 기

둥의 주철근에 설치하였다. 골조의 경우 제작공장에서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28일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구조 실험실로 운반되었으며 조적채움벽

의 경우 운송 중 충격 및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조실험체를 

구조실험실로 옮긴 이후 KS F 4004규정에 따라 조적벽의 두께는 0.5B로 

시공 후 28일 양생하였다.

2.2 재료 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20]를 따랐으며 지름 150 

mm, 높이 300 mm의 원통형 공시체는 KS F 2403 [21]을 따라 세 개를 만

들어 실험 당일까지 56일간 양생 후 콘크리트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a)는 콘크리트 압축시험에서 측정된 응력 변형 곡선을 나타낸다. 콘크리

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평균값은 25.6 MPa이었다. 철근 인장시험편은 

D13과 D6철근 각각에 대해 3개를 제작하였으며 KS B 0802 [22]을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통해 측정된 응력 변형 곡선은 Fig. 2(b)에 

나타내었으며, D13과 D6철근의 평균 항복 강도는 각각 510 MPa와 410 

MPa이었다.

조적조 프리즘 실험체는 ASTM C1314 [23]에 따라 제작하였다. 프리즘 

실험체는 조적벽돌 3개를 쌓아 제작하였으며, 사용된 재료는 국내 조적벽

에 주로 사용되는 2종 콘크리트벽돌 (190 mm × 57 mm × 90 mm)이 사용

되었다. 총 3개의 조적조 프리즘 압축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들의 평균 압축

강도는 8.40 MPa로 나타났다 (Fig. 3(a)). 대각인장실험은 ASTM E519/ 

E519M [24]에 따라 3개의 조적 시험편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각 조적 시

험편의 높이와 길이는 모두 400 mm이었다. 평균 전단 강도는 0.55 MPa로 

측정되었다 (Fig. 3(b)). 모르타르 줄눈에 대한 강도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a) S0 (b) S50 (c) S100

Fig. 1. Dimension and reinforcement details of test specimens (unit: mm)

(a) Concrete (b) Rebar

Fig. 2. Tested Stress-strain curves

(a) Compressive test (b) Diagonal tension test

Fig. 3. Test method for masonry Assemb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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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체 설치

골조 실험체는 Fig. 4와 같이 설치하였다. 실험체 하단의 RC 블록은 강

철 앵커에 의해 바닥에 고정되었다. 횡방향 하중은 실험체 상단에 연결된 유

압 액추에이터 (hydraulic actuator)로 가력하였다 (Fig. 4(a)). 수평방향 유

압 액추에이터의 끝에는 하중계 (load cell)가 부착되어있어 실험체에 가해

지는 횡하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체의 면외거동 (out-of-plane 

behavior)을 방지하기 위한 수평구속 (lateral bracing)용 구조물을 배치하

였다. 골조에 작용하는 중력하중은 반력골조 (reaction frame)에 연직방향

으로 설치된 유압잭 (hydraulic jack)으로 실험종료시까지 기둥의 최대축

내력 ()의 15% (= 230 kN)를 유지하였다. 여기서 는 기둥 단면적

이다.

실험체의 횡하중은 Fig. 4(a)의 기둥 상단과 하단부근에 설치된 LVDT

에서 측정한 변위차가 Fig. 5와 같은 변위비에 도달하도록 가해졌다. Fig. 5

는 ACI 374-05 [25] 에서 권고한 변위이력 (displacement history)이며, 

동일한 변위 진폭 (displacement amplitude)을 3회 반복하도록 되어있다. 

권고된 변위비에서 첫번째 변위비는 0.1%이며 변위진폭을 1.25배로 증가

시키며 실험체가 파괴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실험체의 파괴

는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답에서 (load-displacement response)에서 측정

된 최대 횡저항력 (lateral resistance)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Fig. 

4(a)의 유압잭 (hydraulic jack)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3. 골조 실험체의 파괴변위비 예측

이 절에서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석적으로 실험체의 거동을 예측해

보았다. RC 기둥의 항복변위비 는 식 (1)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26-29].

   (1)

여기서   은 각각 휨, 전단, 그리고 주철근의 부착-미끄러짐 (bond- 

slip)으로 인한 항복변위비이다. 은 휨으로 인한 곡률 이 기둥 부재에 

선형적으로 분포되어있다는 가정하에 식 (2)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26-29].

 



 







(2)

여기서 는 기둥의 전단경간길이 (mm)이며, 와 는 휨에 대한 단

면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값이며 이는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의 해석에 사용된 RC 기둥 단면은 Fig. 1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며, 

재료의 강도는 2.2절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주철근의 응력-변형률 

응답 (stress-strain response)은 완전탄소성 거동으로 가정하였고, 콘크리

(a) Top view of the test setup (b) Laboratory view

Fig. 4. Test setup

Fig. 5. Displacement history

Fig. 6. Sec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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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응력-변형률 응답은 Kent [3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와는 

각각 최외단 인장철근이 항복하였을 때와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이 0.004

에 도달하였을 때의 휨모멘트, 은 일 때의 유효 휨강성이다.

전단변형으로 인한 항복변위비 기여분 는 식 (3)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기둥 단면의 전단탄성계수로, 콘크리트 탄성계수의 40%로 가

정하였다.

주철근의 부착-미끄러짐으로 인한 항복변위비 은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와 은 각각 길이방향 철근의 지름과 인장시험을 통해 측정된 항

복강도이다.

식 (2)-(4)를 통해 계산된   는 각각 0.82%, 0.01%, 0.59%이

며, 이를 모두 합한 는 1.4%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를 이용하여 실험체들의 파괴모드 (전단파괴, 휨파괴, 휨-전

단파괴)를 해석적으로 예측해 보았다. 과거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기둥의 

전단파괴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변위기반모델, 하중기반모델 2가지로 분

류된다 [27], [31, 32]. 하중기반 전단파괴는 기둥의 전단강도가 휨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발생하며, 대체로 기둥 길이방향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

기 전에 일어난다. 변위기반 전단파괴는 기둥의 전단강도가 기둥의 변위연

성도 (displacement ductility)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27], [32, 33]. 이 때

문에 초기에는 전단강도가 휨강도보다 높을 수 있으나, 기둥에 가해지는 횡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휨강도보다 낮아지면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전단파괴는 대체로 기둥 길이방향 철근의 항복이 수반되며 최

종적으로 휨-전단파괴가 발생한다.

실험체 S0와 S50의 전단파괴 발생률은 하중기반모델 [27, 31]과 변위

기반모델 [32, 34]을 사용하여 예측하였고, 실험에서 측정된 파괴시 변위

비 ( )와 비교하였다. 

강도기반 전단파괴는 ASCE 41-17 [27] (이하 ASCE 41-17)에서 식 

(5)와 같이 제시한 최대 전단강도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강도기반모델에 필요한 전단강도 ( )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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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는 기둥 횡보강근의 단면적, 는 횡보강근의 인장시험 (Fig. 

2(b))으로 측정된 항복강도 (MPa), 는 기둥 단면의 유효깊이 (mm), 는 

횡보강근의 간격 (mm), 는 기둥 전단경간 길이 (S0의 경우 /2) (mm)

이며, 는 축력 (N)이다. 는 연성계수로 로 계산되며, 와 는 각각 

기둥에 가해진 변위비와 항복변위비에 해당한다. 는 일반적으로 연성

계수 와 반비례 관계이다.

전단파괴시 변위비 ( )와 전단강도 () 사이의 관계는 Elwood and 

Moehle [32]에 의해 변위기반모델 식 (8)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 (8)

여기서 는 기둥 횡보강근 철근비이다.

Fig. 7는 위의 두 식을 사용하여 얻은 실험체 S0과 S50에 대한 전단강도 

곡선을 나타내었고, 점선과 실선은 각각 식 (5)와 (8)에서 구한 전단강도 곡

선이다. 휨응답의 경우 
  (Fig. 5) 이후 완전탄소성거동한다고 가

정하였다. 변위기반 전단파괴 변위비의 한계곡선은 붉은 실선으로, 하중기

반 전단파괴 변위비의 한계곡선은 푸른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전단응답과 

휨응답이 만나는 지점이 전단파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변위비 ( )

이다. 사각형점과 원형점은 각각 강도기반모델 식 (5)과 변위기반모델 식 

(8)을 통해 예측된 이다. LeBorgne and Ghannoum [33]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식 (5)와 (8)에서 얻은 값 중 더 작은 값이 실험체의 파괴변위비 

가 된다. S0 실험체와 S50 실험체의 는 각각 2.4%, 0.8%로 계산되었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하중-변위 응답

실험에서 측정된 하중-변위 이력곡선은 Fig. 8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은 최대 횡저항력 (lateral resistance  ), 최대강도일 때의 변위비( ), 

파괴시 변위비 ( )를 요약한 것이다. 실험체의 완전한 붕괴를 피하기 위해 

Fig. 7. Shear capacity-drift rati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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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가 에 도달했을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조적채움이 없는 실험체 

(S0)의 이력곡선은 정가력 (+)과 부가력 (−)에서 모두 대칭적인 이력거동

을 보인 반면, 조적채움이 있는 실험체 (S50과 S100)는 비대칭적인 이력곡

선을 보였다. 이는 골조를 한쪽 방향으로 가력하면서 생긴 조적채움벽의 균

열이 반대방향으로 가력시의 실험체내력을 저하시켜 발생하는 것에서 기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실험체 S100이 S50보다 더 심한 비대칭

성을 보였다. 하지만 최대내력 도달 이후에는 조적채움벽의 균열 및 줄눈 손

상이 정방향/부방향에 대해 고르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중-변위 응답상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체의 강도는 양쪽 기둥의 전단 강도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기둥의 

전단 강도 ( )는 와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 
 )는 P-M상관 곡선에서 축하중이 0.15  (≈ 230 kN)으로 

계산된 기둥의 모멘트 강도 ( )에 해당하는 전단력이며, 은 기둥의 순

길이이며, 는 ASCE 41-17 [27]의 section 10.4.2.3.1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단강도이다.

S0, S50, S100의 하중-변형 응답에서 측정된 최대 횡저항력 ( )는 각

각 계산된 전단강도 (2 )보다 각각 1.13, 1.18배, 1.44배 높았다. 실험체 

S50과 S100은 각각 변위비 1.8%와 1.7%에서 파괴되었으며, 실험체 S0 (= 

2.2%)보다 이른 시기에 파괴되었다.

실험체 S100은 정가력 변위비 0.5%에서 최대 횡저항력 ( = 213 kN)

에 도달했다. 이 실험체의 조적채움벽에 최초 대각 균열은 변위비 0.7%에

서 관측되었다. 이로 인해 최대 내력이후 조적채움벽의 균열이 기여되어 

181 kN으로 떨어졌다. 이 실험체의 전단강도는 실험체의 파괴변위비 = 

1.7%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실험체 S50은 조적벽에서 균열

이 발생한 후 ( = 0.7%) 약간의 강성저하를 보였을 뿐, 실험체 S100과 같

은 급격한 내력 저하는 보이지 않았다. 

4.2 균열양상

Fig. 9은 실험체 S0, S50, S100의 변위비에 따른 균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는 변위비에 대한 기둥 주철근의 변형도를 나타내었다. 다음

은 각 실험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a) S0 (b) S50 (c) S100

Fig. 8. Tested load-deformation response

Table 1. Summary of calculations and test results

Specimen

Shear span Estimated values Measured values


(mm)

2

(kN)

2

(kN)



(%)


(%)


(%)



(kN)


(%)


(%)

S0 1680

166

150 4.6 2.4 2.4 167 1.7 2.2

S50 840 300 0.8 1.8 0.8 175 1.6 1.8

S100 1680 150 4.6 2.4 2.4 213 1.4 1.7

(a) S0 (b) S50 (c) S100

Fig. 9. Crack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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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실험체 S0

수평방향 휨 균열은 변위비 0.1%에서 기둥 상부 끝에 처음 관측되었으

며, 대각 균열은 변위비 1.1%에서 최초로 관측되었다. 항복변형률은 재료

실험에서 얻은 항복강도를 철근의 탄성계수 (200 GPa)로 나누어 계산하였

으며, Fig. 10에서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변위비 1.4%에서 실험체 S0의 주

철근은 을 초과하는 변형률을 보였다. 3절에서 해석적으로 예측한 항복

변위비와 거의 유사하였다. 변위비 2.2%에서 기둥 하부의 콘크리트 피복

탈락이 발생하였고, 5 mm의 균열 폭이 관측되었으며 주철근의 좌굴 및 심

한 대각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실험체의 파괴로 변위비 2.2%에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Table 1에서 예상한 것처럼 이 실험체는 휨-전단 파괴 

(휨철근의 항복이후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Fig. 9(a)).

실험체 S0의 전단파괴시 변위비 (  = 2.2%)는 4절에서 예측된 파괴변

위비 (2.4%) 9%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석에서 가정한 파괴모드와 실험에

서 관측된 파괴모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확인된다.

4.2.2 실험체 S50

실험체 S50의 최초 휨균열은 변위비 0.1%에서 관측되었다. 변위비 

0.2%에서 기둥과 조적채움 벽사이의 분리가 일어났다. 최초 대각균열은 

변위비 0.6%에서 조적채움벽 중앙에서 관측되었다. 기둥의 전단균열은 S0

실험체보다 빠른 0.7% 변위비에서 발생하였다. 변위비 1.4%에서 콘크리

트 피복탈락이 시작되었고, 변위비 1.8%에서 대각 균열이 대폭 벌어져 급

격한 내력저하로 인해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체 S50의 주철근의 변형률

은 실험체 S0와 달리 기둥에서 전단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기둥의 주철근이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Fig. 10(b)). 이는 조적채움벽으로 인한 단

주효과로 기둥의 휨거동을 저항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험체 S50의 실험에서 측정된 파괴변위는 1.8%로, 3절에서 예측된 파

괴변위비인 0.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는 3절에서 계산된 파괴변위

비는 조적벽이 기둥 하단부를 완전하게 구속했다는 가정하에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Fig. 11은 변위비  = 1.57%에서 기둥주철근의 상단과 하단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측정된 변형률을 나타낸 것으로, 기둥의 변곡점을 

알 수 있다. Fig. 11을 보면 골조를 가력하는 방향에 따라 변곡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왼쪽 기둥은 정가력에서 변곡점이 기둥의 순길

이 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이는 해당 방향에서 기둥의 움직임을 구속할 

수 있는 조적채움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른쪽기둥의 경우 기둥의 

움직임을 조적채움벽이 구속하였기 때문에 변곡점이 의 중앙에서 벗어

(a) S0 (b) S50 (c) S100

Fig. 10. Strain histories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a)  = +1.57% (b)  = -1.57%

Fig. 11. Inflection points and strain distribution of specimen S50



조적채움벽 높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중력골조의 하중-변위 응답

45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력에서는 정가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

여 왼쪽 기둥이 구속되고 오른쪽 기둥은 구속되지 않아 변곡점이 의 중앙

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50기둥의 실제 파괴 변위비

는 1.4%로, 전단경간길이 가 1.0인 경우 (  = 2.4%)와 0.5인 

경우 (  = 0.8%)의 사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실험체 S100

최초 휨 균열은 변위비 0.2%에서 관측되었다. 변위비 0.57%에서 조적

채움벽과 기둥이 분리되었고 실험체 S50보다 늦게 분리된 것으로 확인하

였다. 조적채움벽의 최초 대각 균열은 변위비 0.7%에서 발생하였다. 실험

체 S50과 유사하게 급격한 내력저하 (28%)로 인해 변위비 1.7%에서 실험

이 종료되었다 (Fig. 9(c)). 변위비 1.7%에서는 기둥의 전단 균열 폭이 급격

하게 넓어진 것을 관측하였다.

주철근의 항복은 실험체 S0과 유사한 변위비인 1.4%에서 최초로 확인

되었다 (Fig. 9). S0과 S100의 주철근 항복시점이 유사한 이유는, S100의 

경우 조적벽이 골조를 상-하 방향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

에 S50과 같은 극단적인 단주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

적으로 파괴변위비를 예측한 Fig.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100의 실험종료 변위비가 S0보다 낮은 이유는, 조적채움벽으로 인해 

기둥의 전단내력분포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Fig. 9의 변위비 = 

1.1%일때의 S0은 휨균열이 주로 확인된 반면, S100에서는 왼쪽기둥 상단

에서 뚜렷한 대각균열이 발생하였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강성저감 및 누적 에너지소산량

Fig. 12(a)는 사이클별 할선강성 (secant stiffness) 를 초기 할선강성으

로 정규화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할선강성은 하중-변위 이력곡선에서 각 사

이클마다 최대변위 도달시의 하중지점을 잇는 선의 기울기 (k, k')이다. 초

기할선강성의 경우 과거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35, 36], 반복포락곡선 (cyclic 

envelope curve)상에서 원점과 초기 가력사이클 (변위비  = 0.10%)의 최

대변위 지점에서의 하중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계산하였다. 강성비

는 각 사이클별 강도 보유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변위비 0.1%

에서 S0, S50, S100 실험체의 초기할선강성은 각각 19.6 kN/mm, 29.8 

kN/mm, 30.0 kN/mm 로 측정되었다. 

S100 실험체는 변위비 0.5%에 도달할 때까지는 약 38%정도의 강성저

하를 보였지만, 그 이후 조적채움벽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강성 저하를 보였으며, 변위비 0.7%부터 기준실험체 (S0)보다 큰 강성저

하를 보였다. 이는 조적채움벽의 균열과 파괴 또한 기둥과 손상된 조적채움

벽의 상호 작용이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S50은 변위비 0.3%까지는 S0와 비슷한 수준의 강성 저하가 발생하였

지만 (S0의 경우 35%, S50의 경우 38%), 그 이후부터 모든 실험체 중에서 

가장 급격한 강성저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조적채움벽의 대각균열의 발달

과 조적허리벽으로 인한 단주효과로 인하여 기둥의 전단내력 저하가 가속

되어 나타난 결과로 확인되었다.

Fig. 12(b)에 3개 골조 실험체 (S0, S50, S100)의 누적 에너지소산량을 

나타내었다. 에너지 소산능력은 구조부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중요

한 요소이다. 누적 에너지소샨량은 하중-변위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 

면적을 누적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Fig. 12의 축에 표기된 변위비는 2.3

절에서 설명한 변위이력의 진폭과 동일하다. 축의 경우, 축에 표기된 변

위비에서 3회 반복하여 얻은 하중-변위 곡선의 내부면적을 모두 누적합산

한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종료 직적의 누적에너지 소산량은 S100이 38.4 

kN·m 로 가장 우수했다. S50 과 S0의 실험종료 직적 누적 에너지소산량은 

각각 29.6 kN·m, 27.1 kN·m이었다. 

동일한 변위비에서의 누적에너지 소산량을 비교해 보면, S50이 S0에 비

해 약 1.4배 우수하였는데, 이는 조적허리벽으로 인해 초기강성과 내력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S50은 S0보다 이른 사이클에서 전단파괴되었

기 때문에, 파괴직전까지의 누적에너지소산량은 S50이 S0에 비해 8% 우

수한 수준에 그쳤다. S100은 동일한 변위비에서의 누적 에너지소산량이 

S0에 비해 약 1.6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실험체는 S0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파괴되었지만, 조적채움벽으로 인한 최대내력 증가정도가 

S0실험체에 비해 훨씬 크고,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발생한 이후 (=0.5%)

에도 S0와 유사한 내력을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총 누적 에너지소산량이 

S0에 비하여 약 1.3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기존 골조시

스템의 전체 누적 에너지소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적채움벽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사이클마다 소산된 에너지량 을 탄소성거동에 의한 사이클

(a) Normalized secant stiffness (b) Accumulated energy dissipation (c) Normalized energy dissipation

Fig. 12. Normalized stiffness and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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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면적 으로 정규화한 값을 Fig. 12(c)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에 발생하는 균

열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변위비 1.1%일때의 정규화된 에너지는 S0, S50, 

S100에 대해 각각 0.09, 0.11, 0.12로 확인되었다. 정규화된 에너지는 실험

체에 발생하는 손상이 누적될수록 그 값이 증가하였으며, 실험 종료시의 정

규화된 에너지값은 S0, S50, S100에 대해 각각 0.17, 0.12, 0.18로 확인되

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적채움벽이 RC 중력골조의 하중-변위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조적채움벽이 기둥 순길이의 0%, 50%, 

100%만큼 채워진 중력골조를 제작하여 반복 횡하중 가력실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에 앞서 변위기반모델과 강도기반모델로 예측된 파괴변위비 중에

서 작은 값을 실험체의 파괴변위비로 예측하였다. 실험체 S0의 전단파

괴시 변위비 (  = 2.2%)는 해석으로 예측한 변위비와 (= 2.4%) 상당

히 유사하였다. 그러나 실험체 S50의 경우, 해석으로 예측된 변위비 (

= 0.8%)가 실제 (=1.8%)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었다. 이는 해석에서는 

양쪽 기둥이 조적채움벽으로 구속된 상황을 가정한 반면, 실제 실험에

서는 한쪽 기둥만 구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 조적채움벽이 없는 골조 실험체 (S0)의 하중-변위 응답은 정가력과 부

가력에서 모두 대칭적인 이력거동을 보였다. 반면 조적채움벽이 존재하

는 S50과 S100의 중-변위 응답은 비대칭적이었다. 이 현상의 원인은 골

조를 한쪽 방향으로 가력하면서 발생한 조적채움벽의 균열이 반대 방향

으로 가력시의 실험체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

은 조적채움벽의 높이가 높은 S100이 S50보다 더 심한 비대칭성을 보

였다.

3) 조적채움벽 높이가 기둥 순길이의 50%, 100%인 실험체 (S50, S100)

는 조적채움벽이 없는 기준실험체 (S0)에 비해 각각 6%, 30%의 최대

내력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S50과 S100의 실험 종료시 변위비는 S0보

다 20% 이상 작았다. 특히 조적허리벽 실험체 (S50)의 경우, 최대내력

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기둥의 단주파괴로 인해 기준실험체 (S0)

보다 이른 변위비에 실험이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조적채움벽의 높이

에 따라 RC골조의 내진 거동이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실

험체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설계변수 (조적채움벽

의 높이, 경간길이 ,재료강도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4) S50의 왼쪽 기둥은 정가력에서 변곡점이 기둥의 중간 부분에 있는 반

면, 부가력에서 변곡점은 기둥의 중간 부분보다 위쪽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조적채움벽이 기둥의 움직임을 구속하여 (단주효과)발생한 결과

이다. 또한 오른쪽 기둥의 변곡점 위치도 왼쪽 기둥과 유사한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쪽 방향 하중에서의 는 실험체 S0에서 얻

은 값과 유사한 값을 예측할 수 있고, 다른 방향 하중에서의 는 실험체 

S50에서 얻은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S100은 조적채움벽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  하면서 급격한 

강성 저하를 보였으며, 기준실험체 (S0)보다 큰 강성저하를 보였다. 

S50은 초기 변위에서는 S0와 비슷한 수준의 강성 저하가 발생하였지만 

변위비 0.5% 이후에는 모든 실험체 중에서 가장 급격한 강성저하가 나

타났다. 이는 조적허리벽으로 인해 기둥에 전단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

6) 동일한 횡변위비에서의 누적에너지 소산량은 조적채움벽의 높이와 비

례하여 증가하였다. 실험 종료직전의 누적에너지 소산량은 S100이 가

장 컸고, S0과 S50은 유사하였다. 이는 S50의 최대내력이 S0보다 증가

한 반면 실험 종료 직전 변위비는 감소하여서 나타난 결과이다.

7)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실험체는 기둥과 조적채움벽간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하중-변위 응답 및 파괴모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보의 휨거동,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거동, 그리고 기둥 휨철근의 겹침이음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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