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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민간건축물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적조 건물은 주로 저층의 

소규모 민간 주택으로 지어진 것들로 대부분 1988년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이후에도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내 조적조 건물은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비보강 조적조로 구성된다. 이 구조 유형은 횡력에 저

항하는 주요 구조부재가 조적개체를 모르타르로 부착하여 구성되며, 이들 

재료의 낮은 인장강도, 모르타르 줄눈의 시공상태 불량, 철근 등의 연성 보

강재 부재로 인해 낮은 수평저항력과 취성적인 파괴양상을 나타낸다. 구조

상세의 측면에서도 벽체와 슬래브 사이에 별도의 연결재가 설치되지 않아 

분리될 위험성이 있고 면외전도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국내 비보강 조적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층 주택은 민간 건물이기 때

문에 내진보강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다양한 비보강 조적조 내진보강 방법

이 있으나 시스템을 신설하여 공사의 범위가 증가하거나 기존 구조에 비해 

고가의 보강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민간 주택에 적용하

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직접 비용 이외에도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

안 실내에 거주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경우 일시적이지만 이주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시공 용이한 내진보강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시공

비용 이외에도 성능평가 방법의 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요구된다. 

김태완 등[1]의 연구에서는 비보강 조적조 건물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매뉴얼에 따라 예비평가, 1차 상세평가, 2차 상세평가의 3단계 절차를 이용

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이원호 등[2]의 연구에서는 개구부가 없는 조

적벽체의 전단내력을 평가하였고 5층 비보강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각층

의 개구부가 없는 벽체에 대한 평균전단응력을 제시하였다. 백은림 등[3]의 

연구에서는 조적조에 대한 실험과 해석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허재상 등

[4]의 연구에 의하면 조적조 건물의 유한요소해석 및 비선형정적해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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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해석 결과 전단균열이 개구부 주위의 전단응력 집중에 의해서 발

생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홍정모 등[5]의 연구에서는 조적벽체를 형상비

(벽체길이/벽체 높이)로 구분하여 비선형정적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벽체의 

파괴유형을 파악하였다. Parisi et al.[6]의 연구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조적

벽의 Pushover 해석을 실시하였고 높이가 다른 개구부의 경우 벽체의 저항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직 및 수평 불규칙성을 벽체의 저항능

력에 포함하여야한다고 판단했다. Nakamura et al.[7]는 유연한 다이아프

램을 가지는 조적조 건물에 대한 비선형정적해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로 

다양하게 조적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내진성능평가에 의한 강도

만을 제시하였고 보강량 및 보강 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적조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보강량 및 보강위치, 보강 후

의 내진성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국내 비보강 조적적 건물의 내진보

강 활성화를 위해 거주중 시공이 용이한 외부벽체 중심의 적정 내진보강공

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진성능평가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비보강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ASCE 

41-17[8]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 국내 비보강 조적조 주택 건물

의 주요 파괴모드를 확인하고 건물 외부만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내진보강이 가능한 지 여부와 이를 위한 보강공법의 요구성능 수준을 확인

하여 적정 내진보강기술 개발 시 강도증진 공법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을 확

인하였다. 또한 내진보강 전후의 비보강 조적조 건물에 대해 예비평가와 상

세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간편한 현행 예비평가 방법의 

조적조 건물 내진보강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조적조 건축물의 경제적인 

내진보강을 위한 간편한 내진성능 평가법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2. 내진성능평가 조건

2.1 대상 건물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모델은 모두 서울시에 위치한 조적조 건물로서 

용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4개의 해석 모델 중 3개 동이 2층을 1개

동이 3층을 이루고 있으며 1970~1990년에 준공된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

들이다. 대부분의 조적조 건물의 외벽은 1.0 B, 내벽은 0.5 B의 두께이며 외

벽에는 0.5 B의 치장벽을 단열재 공간을 두고 쌓는다[9]. 각 모델에 대한 기

본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고 평면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지진하중

내진성능목표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10]에 따라 내진2등급에 대한 내

진성능목표를 적용하였다. 1000년 재현주기에 대해서 인명안전, 2400년 

재현주기에 대해서 붕괴방지가 요구된다. 지진하중은 같은 기준에 따라 

~  지반의 지반증폭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건축물 내진설계기

준에서는 기반암깊이가 20 m를 초과하고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 360 m/s 

이상인 경우 속도일정구간 증폭계수를 80% 저감할 수 있어 지반에 대하

여 이 조건을 적용하였다.

3. 예비평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요령(이하 공

단평가요령)[11]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방법은 건물의 건

물의 경과년수, 층고, 층바닥면적 및 벽체의 두께와 길이정보를 토대로 수

행할 수 있는데 예비평가는 간단한 정보로 신속하게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성능목표의 만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해석이 필요

하지 않은 대신에 평가 결과가 보수적이며 전체 건물의 성능만 알 수 있고 

각 부재별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비평가는 벽체의 저항능력 대비 요구량의 비 로 내진성능을 판

정한다. 각 층의 요구량(Demand), 저항능력(Capacity)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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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는 구조물의 총 중량이고, 

은 전체 전단력에 대한 i층 전단력의 비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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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의 저항능력은 개구부의 유무로 벽체를 구분한 후 벽체의 면적에 

조적벽의 평균전단응력을 곱해 전단력을 구하여 합한다. 평균전단응력은 

공단평가요령[11]에 따라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 개구부가 없는 경

우 0.2 MPa을 사용하였다. 재료의 상태와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

하여 사용했고 재료의 상태는 보통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공단평가요령[11]에 따라 이 0.25, 0.75, 1.0 이하이면 각각 즉시

거주(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로 판정하였다. 예비평가는 각 층

에 대해 방향별로 성능수준을 구할 수 있다. 예비평가 결과 모든 해석 모델

이 모든 층에서 붕괴(C)수준으로 판정되었다.

4. 비선형정적해석

4.1 재료강도 및 탄성계수

해석 모델에 사용된 조적조 기본 재료강도는 보다 최근의 내진성능평가 

지침인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이하 교육부 매뉴

얼)[12]에 제시된 설계기준강도 기본값을 적용하였고 공단평가요령[11]

에서 요구하는 경과년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조적프리

Table 1. Characteristics of analysis models

Model number Stories Height (m) Total area (m2) Age (year)

model1 3F 7.35 195.12 31

model2 2F 7.8 312.4 44

model3 2F 6.1 124.22 46

model4 2F 6.25 131.5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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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압축강도 
′ 를 결정한 후 탄성계수 와 전단탄성계수   또한 다음

과 같이 교육부 매뉴얼[12]을 따라서 산정하였다.




′  (4)




 (5)

조적채움벽의 설계강도 기본값에는 재료의 상태에 따라 양호, 보통, 불

량으로 구분된다. 교육부 매뉴얼[12]에 벽면 전체의 양쪽 면에 양호한 모르

타르 마감이 있는 경우 조적의 상태를 ‘양호’로 간주할 수 있고, 벽면의 전체

의 한쪽 면에만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이 있는 경우 조적의 상태를 ‘보통’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해석모델에서는 내벽의 경우 벽체의 양면에 

미장 마감이 되어 있으므로 ‘양호’로 간주하였고 외벽의 경우 벽체의 실내

측 면에 미장 마감이 되어 있으므로 ‘보통’으로 간주하였다. 설계기준 전단

강도의 경우 수평 및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구분하여 기본값을 적용하는데 해석 모델의 경우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

진 경우로 가정하여 기본값을 적용하였다. 재료강도의 기본값과 경과년수

에 의한 강도 저감 계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4.2 부재 비탄성 모델 

조적조의 벽체의 파괴 유형은 ASCE　41-17[8]에서 강체회전파괴(Rocking), 

가로줄눈파괴(Bed-joint sliding), 대각인장파괴(Diagonal tension), 양단

부압괴(Toe crushing)로 구분된다. 각각의 파괴 양상을 Fig. 2에 도시하였

다. 이상의 4가지 파괴유형의 전단강도 중 가장 낮은 값을 부재의 전단강도

로 정한다. 강체회전파괴와 가로줄눈파괴는 변형지배, 대각인장파괴와 양

단부압괴는 힘지배 강도로 구분하지만 ASCE 41-17[8]에 따르면 양단부

압괴는 별도의전단강도로 보지 않고 강체회전파괴 강도의 잔류강도 값으

(a) model1 (b) model2

(c) model3 (d) model4

Fig. 1. Plans of analysis models (red box: walls with insufficient capacity)

Table 2. Default lower-bound strengths of masonry wall and factors 

of material strengths by age

Good (MPa)
Normal 

(MPa)

Age factor over

30 years

Compressive strength 6.2 4.1 0.5

Shear strength 0.19 0.1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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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을 한다. 김태완 등[1]은 조적벽의 전단강도를 강체회전파괴와 가로

줄눈파괴 2가지 파괴 모드의 전단강도 중 작은 값을 각 부재의 전단강도로 

정하였고 두 가지의 파괴모드에 대한 전단강도만으로 벽체의 강도를 계산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재별 파괴모드는 강체회전파

괴와 가로줄눈파괴로 한정되었다.

강체회전파괴는 조적벽의 인장 연단의 회전이 발생하여 파괴가 일어나

는 것으로 주로 길이가 짧고 높이가 크며 작용 축하중이 작은 벽체에서 발생

되는 파괴유형이다. 강체회전파괴에 의한 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8].








  (6)

여기서, 는 부재의 지점에 대한 계수로 양단이 고정인 경우 1.0, 일단 고정 

일단 자유의 경우 0.5를 적용한다. 

의 경우 고정하중에 의한 벽체 상부의 

축력값으로서 3차원 모델에서 확인되는 고정하중에 대한 부재의 축력을 적

용하였다. 

는 벽체의 자중, 은 벽체의 길이, 는 벽체의 유효높이이

다. 유효높이는 개구부에 위치한 벽체의 경우 개구부의 높이를 적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벽체는 벽체 전체 높이로 구분하여 강도 계산에 적용하였다. 강

체회전파괴에 의해 지배되는 벽체의 경우 벽체의 인장 연단의 회전이 발생

한 후 양단부가 압괴되어 파괴되는 순서로 벽체가 파괴된다. 따라서 강체회

전파괴강도의 잔류강도에 양단부압괴강도 를 적용하며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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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중력하중 에 의한 벽체의 축응력이고, 
′ 은 조

적프리즘의 압축강도이다.

가로줄눈파괴강도 는 주로 벽체의 길이가 길고 저층부에 위치한 벽

체에서 나타나며 벽체의 면적 과 조적조의 전단응력 에 의해 결정된

다. 는 실험에 의해 정할 수 없을 경우 전단강도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국내 지침인 교육부 매뉴얼[12]에서 제안하는 

전단강도 설계기준 기본강도를 1.3배한 평균기본강도에 경과년수에 따른 

강도저감계수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잔류강도 는 고정하중에 의해 결

정되며 다음 수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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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인장파괴강도 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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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사인장 전단강도의 하한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설계 전단강

도 기본값에 경과년수에 따른 강도저감계수를 곱하여 적용하였고 는 벽

체의 유효높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인 에 따른 값이다.

비탄성 거동을 하는 벽체의 할선 강성 는 휨강성 과 전단강성

의 역수를 합하여 다시 역수를 취한 값으로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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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조적벽체의 단면2차모멘트이다.

강체회전파괴, 가로줄눈파괴는 변형지배 거동을 하는 파괴유형으로 벽

체의 변형능력 및 허용기준 또한 ASCE 41-17[8]에 따라 계산하였고 각 파

괴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비탄성속성은 Fig. 3과 같다. 

4.3 해석조건 및 허용기준

비선형 정적해석은 ASCE 41-17[8]에 따라 수행되었고 해석프로그램

은 Perform 3D를 사용하였으며 해석 모델은 Fig. 4에 나타내었다 . 개구부

가 있는 벽체의 경우에 개구부와 동일한 높이에 있는 짧은 벽체와 그 위아래

의 긴 벽체로 분할되며 비탄성 모델링은 개구부 높이의 벽체에만 입력하였

고 나머지 부분은 탄성으로 모델링하였고 Fig. 5에 나타내었다. Pushover 

(a) Rocking (b) Bed-joint sliding (c) Diagonal tension (d) Toe crushing

Fig. 2. Failure types of masonry wal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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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은 예비평가와 동일하게 층높이에 따른 층가속도의 역삼각형 분포에 

각 층의 질량비를 곱하여 질량중심에 입력하였고, 중력하중 조합은 D+ 

0.25 L을 적용하였다. 

총 4가지 조적조 주택 모델에 대한 비선형정적해석을 실시하였고 Fig. 6

에 모델별로 Pushover 곡선 및 성능점을 나타내었다. 성능점의 산정은 

FEMA 440의 변위수정계수법(dispalcement coefficient method)으로 

성능점을 산정하였다. 성능판정 기준은 최신의 국내지침인 교육부 매뉴얼

[12]에 따랐다. 전체건물의 인명안전(LS) 성능수준은 인명안전 수준을 만

족하는 벽체들의 중력하중 분담율이 80%이상이고 모든 벽체들이 붕괴방

지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체 건물이 붕괴방지(CP) 수준을 만

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벽체들이 붕괴방지 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인

접한 벽체가 중력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짧은 플랜지 벽체의 경우에는 붕괴

를 허용하였다.

4.4 비선형정적해석의 결과

보강되지 않은 조적조 주택 모델의 성능수준을 지반조건, 방향 및 층별로 

Table 3에 나타내었다. 네 가지 건물은 1000년 재현주기에 대한 LS수준과 

2400년 재현주기에 대한 CP수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의 경우   지반조건을 제외하면 X방향으로는 벽량이 많아 요구

성능을 만족하였지만 Y방향으로는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아 C 수준으로 판

정하였다. Y방향으로 1층의 내벽과 외벽 모두 가로줄눈파괴가 발생하였다. 

모델 2의 경우 Y방향으로는 요구성능을 만족하였지만 X방향으로는 파괴

되는 부재들이 발생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X방향의 성능 미

충족 벽체들은 1층의 외부에 위치한 벽체들로 모두 가로줄눈파괴가 발생하

였다. 모델3의 경우 X, Y방향의 벽량이 유사하며 두 방향 모두 성능 미충족 

손상벽체는 1층 외부의 벽체로서 가로줄눈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델4의 경우 모델3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방향별 벽량이 유사

하여 두 방향 모두 성능이 미충족되는 손상벽체가 발생하였으며 위치는 1

층 외부벽체들이었고 가로줄눈파괴가 나타났다. 각 모델의 손상 특성을 

Table 4에 정리하였고 성능목표에 미달되는 벽체를 Fig. 1에 표시하였다. 

4개의 모델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파괴 위치는 주로 1층의 외부 

벽체에서 발생하였고,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파괴 유형은 가로줄눈

파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파괴 양상의 발생 원인은 1층에 위치

하고 있는 길이가 긴 벽체들은 고정하중에 의한 축력이 크기 때문에 축력과 

길이가 강도의 주요 결정인자인 강체회전에 의한 파괴보다 가로줄눈파괴

가 선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벽보다 외벽의 파괴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

는 재료강도 적용 시 외벽은 ‘보통’으로 내벽은 ‘양호’로 판단되어 외벽보

다 내벽의 조적조 재료 압축강도 및 전단강도 기본값이 크기 때문이다. 

(a) Rocking (b) Bed-joint sliding

Fig. 3. Hinge properties of masonry wall

(a) model1 (b) model2 (c) model3 (d) model4

Fig. 4. 3D of analysis models

Fig. 5. Inelastic modeling of masonry walls with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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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강 방안 및 보강 후 해석 결과

5.1 보강 방안

예비평가 후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조 부재의 강도 및 

비선형 하중-변형 관계를 계산하여 비선형해석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

다. 건물 전체의 내진성능 외에도 파괴되는 부재의 위치 또한 알 수 있어 보

강방법 및 보강량을 산정하는데 적절한 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에 의해 수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비선형정적해석 결과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진

보강 가능 여부와 보강 요구량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보강방

법을 택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부재보강을 가정하고 통일된 수준의 부재 강

(a) model1 (b) model2

(c) model3 (d) model4

Fig. 6. Pushover curves of analysis models (Performance point about site condition  )

Table 3. Performance level of analysis models by pushover analysis (IO : Immediate Occupancy, LS : Life Safety, CP : Collapse Prevention, 

C : Collapse)

Model number Direction
1000-year return period 2400-year return period

         

model1
X LS LS LS LS LS LS LS LS LS LS

Y LS CP CP CP LS CP C C C C

model2
X LS C C C C C C C C C

Y IO IO LS LS IO LS LS LS LS LS

model3
X LS LS LS LS LS LS C C C C

Y LS CP CP CP LS C C C C C

model4
X LS LS LS LS LS CP C C C CP

Y LS LS LS LS LS C C C C C

Table 4. Failure characteristics of model

Model number Direction Failure story Failure position Type of failure Height of failure wall (mm) Deformation (mm)

model1
X - - - - -

Y 1F External and internal wall Bed-joint sliding 2,500 25

model2
X 1F

External wall Mostly bed-joint sliding 1,200 12

External wall adjacent window Bed-joint sliding 4,000 40

Y - - - - -

model3
X 1F External wall adjacent window Bed-joint sliding 1,210 12.1

Y 1F External wall adjacent window Bed-joint sliding 1,210 12.1

model4
X 1F External wall adjacent window Bed-joint sliding 1,600 16

Y 1F External wall adjacent window Bed-joint sliding 1,6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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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를 주요 부재에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구조시스템을 신설하

는 시스템보강의 경우에 기초의 신설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재

보강을 적용하였다. 강도 증진형 보강은 조적벽 증설, 탄소섬유시트 부착, 

또는 철근콘크리트벽을 덧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

제 적용 시 공법의 선택은 요구되는 수준의 강도증가를 확보할 수 있는 공법 

가운데 시공성 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법의 개

발 시에도 이 연구결과를 목표성능으로서 참고할 수 있다. 

각 모델을 요구성능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강하기 위한 강도 보강

안을 찾기 위한 절차는 Fig. 7과 같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강 대상 부재는 

거주중 보강을 위하여 외부벽체로 한정하였다. 1단계 에서는 교육부 매뉴

얼[12]에 따라 양호한 모르타르 마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손상된 외부 

벽체의 상태를 ‘보통’에서 ‘양호’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압축강도와 

전단강도 기본값 및 탄성계수를 증가시켜 전단강도를 구하였다. 이 때 전단

강도 기본값이 증가함에 따라 파괴 유형이 가로줄눈파괴에서 강체회전파

괴로 변경될 수 있고 변형능력 또한 변경될 수 있다. 손상된 부재를 보강 후 

파괴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벽체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변경된 외부 손상 벽

체만 같은 방법으로 재료강도를 증가시켰다. 재료강도 증가로 보강이 된 벽

체에서 여전히 손상이 발생한다면 2단계로 넘어가서 전단강도와 강성을 1

단계의 50% 만큼 증가시키며 그래도 보강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3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에서와 동일한 양의 강도와 강성을 추가하였다. 2단계와 3

단계에서는 파괴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강도와 강성만 증가되며 변

형능력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손상된 벽체들만을 보강하여 전

체 건물의 성능수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보강대상 벽체를 해당되는 층의 

전체 외부벽체로 가정하여 앞의 1~3단계를 반복하여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보강안을 찾았다. 보강 단계별 비선형 속성의 예는 Fig. 8과 같다.

이상과 같은 강도 및 강성 증진 보강공법으로서 활용가능한 예는 ECC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활용 보강공법 등이 있다. 최현기 

등[13]은 ECC로 보강된 조적 벽체의 내진성능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보강 조적벽체 대비 보강 조적 벽체의 전단강도가 3.2배, 4.26배 증가되

었고 강성도 더불어 1.8배, 3배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ECC를 벽체

의 바탕에 양면을 바른 후 비보강 조적벽체의 전도를 막기위한 앵커를 설치

하고 추가로 앵커를 와이어 메쉬로 연장하는 방법으로서 이 연구에서 가정

한 2배 이상의 보강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5.2 보강 후 비선형정적해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거주중 내진보강을 위한 외부보강의 요구수준을 확인하

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장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반을 

대상으로 각 건물 모델의 보강부재와 보강량을 지진하중을 Fig. 7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동일한 보강 방안을 다른 지반 조건에도 적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으며, 모델별 보강 전 

후의 Pushover 곡선은 Fig. 9에 나타내었다.

모델 1의 경우 Y방향으로 1층의 외부와 내부 벽체들이 모두 파괴되었지

만 외부의 벽체만 보강하였다. 외부벽체의 모르타르 마감면 추가에 의한 재

료상태 상향으로는 보강 후에도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위치

의 벽체가 파괴되었다. 따라서 강도와 강성을 50%를 증가시켜 해석을 실시

하였고 이 경우에도 손상부재가 변동되지 않았으며 강도와 강성을 100%

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었다. 

모델 2의 경우 X방향으로 강도가 부족하여 1층의 파괴된 외부 벽체에 

대해 재료강도를 증진시켰지만 같은 위치에서 파괴가 발생하였고 전단강

도와 강성을 모두 50%, 100% 증가시켰지만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외부의 전체 벽체들의 강도를 증가시켜 보강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

Fig. 7. Retrofit design process

Fig. 8. Hinge properties of a masonry wall after ret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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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층에서도 손상되는 벽체가 나타났다. 1층과 2층의 외부 벽체 전체를 전

단강도와 강성을 100% 까지 증가시켰을 때 지반조건의 2400년 재현주

기에 대한 성능목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능목표를 만족하였다. Fig. 9에

서 2400년 재현주기에 대한 성능점 위치가 다소 강도가 많이 저하된 위치

에 형성되나 이 부분은 슬라이딩 파괴 시 파괴면의 부착력 상실에 의한 강도

가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재의 변형량은 붕괴방지 기준값 이내이다.

모델 3의 경우 X방향은 재료 상태 상향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시켰고, 

Y방향은 추가로 강도를 50% 증가시킴으로써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었

다. 모델 4의 경우 X방향과 Y방향 모두 외부 손상 벽체의 강도를 50% 증가

시키면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모델1, 모델3, 모델4의 경우에는 외부의 손상된 벽

체의 보강만으로도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었으나 모델2의 경우에는 외부

의 모든 벽체들에 대해 강도를 증진시켜야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었다. 

모델 2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Fig. 1(b)에서 X방향 벽체 중 

북쪽 외벽을 포함하여 대부분 개구부가 없어서 허용변형량이 전체 층고에 

상응하는 큰 값을 가지나 남쪽에 위치한 벽체는 창문에 인접하여 높이가 낮

은 관계로 단주효과와 같이 강성이 크고 허용변형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변형능력 증가 없이 강도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해당 부재

만 보강하여 목표하는 성능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경우에 연성

보강이 가능하다거나 개구부를 채우거나 가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위치의 강성을 증가시키면 건물 전체를 보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5. Performance level of analysis models by pushover analysis after retrofit (IO : Immediate Occupancy, LS : Life Safety, CP : Collapse 

Prevention, C : Collapse)

Model number Direction
1000-year return period 2400-year return period

         

Model1
X LS LS LS LS LS LS LS LS LS LS

Y IO IO IO IO IO IO IO IO IO IO

Model2
X LS LS LS LS LS LS LS C LS LS

Y IO IO LS LS IO LS LS LS LS LS

Model3
X LS LS LS LS LS IO LS LS LS LS

Y LS LS LS LS LS LS LS CP LS LS

Model4
X LS LS LS LS LS LS LS LS LS LS

Y LS LS LS LS LS LS LS LS LS LS

(a) model1 Y-direction (b) model2 X-direction

(c) model3 X-direction (d) model3 Y-direction

(e) model4 X-direction (f) model4 Y-direction

Fig. 9. Pushover curves of analysis models before and after retrofit (Performance point about site condition  )



외부벽체 강도증진형 보강이 적용된 비보강 조적조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85

5.3 보강 후 예비평가 결과

비선형정적해석과 동일하게 보강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예비평가에 의

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강효과가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Fig. 7에 제시된 단계적 보강절차 중 1단계에 해당되는 보강이 이루어진 벽

체는 재료강도를 예비평가상의 양호에 해당되는 값으로 적용하였고 2, 3단

계에 해당되는 보강이 이루어진 벽체는 양호에 해당되는 값의 1.5배 및 2.0

배 강도를 적용하여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중량

을 간단히  로 적용하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

여 3차원해석모델의 중량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고 모든 모델과 평가조건에서 성능목표를 만

족하지 못하고 대부분 붕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Table 5에 나타낸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 대비 매우 보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예비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내진보강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보강성능

이 과소평가되고 소요 보강량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비평가

는 보강이 요구되는 취약한 부재를 선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델 1, 3, 4와 

같이 보강이 요구되는 손상벽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선형 정적해

석 등 상세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규모 민간 주택의 경우에 그

와 같은 평가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므로 보다 간편하면서 상세

평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평가 및 보강 설계가 가능한 간편 해석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소규모 비보강 조적조 주택 건물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시공 용이한 외부

보강 중심의 내진보강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정적해석 결과를 토

대로 강도증진 수준별 보강부재 선정 원칙에 따라 보강안을 수립하였다. 보

강 전후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간편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함께 적용하여 

비선형정적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에 적용된 4가지 비내진 비보강조적조 주택 모델의 예비평가 및 

비선형정적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모델이 적어도 한 방향으로는 건축

물 내진설계기준의 내진2등급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모르타르 마감 추가에 따른 재료상태의 상향만으로는 내진2등급 성능목

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도증진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추가적인 강도증진을 적용하였으며 강도증진은 양호한 상태의 기

존 벽체가 가지는 값의 50%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이 

요구되는 벽체에 현재와 동등한 수준의 조적벽 증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강이 요구된다. 

3)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취약벽체는 1층에 위치하고 가

로줄눈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모델을 제외하면 해당벽

체를 보강 시 다른 부분으로 손상이 전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가로줄눈 파괴를 방지할 수 있거나 동등한 수준의 하중 분담능력을 갖는 

부재 증설이 요구된다.

4) 타 부재에 비해 변형능력이 현저히 적은 부재가 포함된 2번 모델에서는 

손상부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확장된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단주효과와 유사한 현상으로서 창문에 인접한 벽체에서 발

생하므로 보강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창문에 가새 등을 설치하

여 강성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동일 보강안이 비선형정적해석에서는 대부분 목표성능에 도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예비평가에서는 모두 성능목표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인 보강량 산정을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복잡성에

도 불구하고 비선형해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 및 

설계비용과 시공비용을 모두 절감하기 위해서는 간편한 내진성능 평가

방법으로서 부재간의 상대적 취약성을 판별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개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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