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하중을 받는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비선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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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휨지배 거동을 나타내는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비탄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비선형 수치해석 모델이 연구되었다. 수치해석의

편리를 위하여, 제안된 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비탄성 거동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시적 모델로 개발되었다. 휨지배 거동을
나타내는 벽체에 대해서는 다중평행요소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깊은 연결보의 전단거동을 위하여 X형 대각요소 모델이 사용되었다. 각 요소의 주
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및 강판 요소에 대한 간략화된 일축의 주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모델은 1자형 및 T형 단일벽과 병
렬벽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되었다.
ABSTRACT：A numerical analysis method was studied to predict the nonlinear behavior of slender double skin composite
walls. For convenience in numerical analysis, the model for the double skin composite wall was developed as a macroscopic
model that can predict nonlinear behavior with relatively simplified models. For the wall showing flexure-dominant behavior,
a multiple layer model was used. Each layer was modeled with composite elements of concrete and steel plate. An X-type
truss model was used for coupling beams showing shear-dominant behavior. To describe the cyclic behavior of concrete and
steel elements, simplified cyclic models for the materials were proposed. The proposed analysis model was applied to isolated
walls and coupled walls with rectangular or T-shaped cross-sections. The analytic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isting test
results.
핵 심 용 어：이중강판합성벽, 비선형해석, 휨모델, 거시모델, 주기하중, 합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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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중강판합성벽(double skin composite wall) 구조는 타
이바(tie bar)를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시킨 두 장
의 강판 외피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시공한 전단벽 또
는 코어벽 구조를 말한다.(그림 1) 이중강판 합성벽에서 강
판은 휨 및 전단 하중에 대한 보강 역할과 함께 시공 중 타
설한 콘크리트 페이스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벽체의 두께가 감소되어 보다 큰 건축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달리 별도의 거푸집 및
배근 공사가 불필요하므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기하중을 받는 이중강판 합성벽 구조는 비교적
우수한 연성능력과 에너지소산능력을 갖는다.(그림 1, 엄태
1) 정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tseom@cu.ac.kr)
2) 교신저자. 정회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Tel. 02-880-7055, Fax. 02-871-5518 Email : parkhg@snu.ac.kr)

성 등 2008) 이와 같이 우수한 시공성 및 내진성능을 확보
한 이중강판합성벽 구조는 강진지역에서 연성 내진구조시스
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이러한 이중강판합성벽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내진평가 및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중재하능력, 변형능력, 에너지소
산능력 등 비탄성 거동특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는 미시적인 비선형
해석법이 사용할 수 있다.(ABAQUS 2002) 이러한 미시적
모델은 국부적인 거동에 대한 정밀한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
지만, 모델링 및 수치계산이 복잡하고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
하중에 대한 수치해석의 안정성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전체
구조시스템의 비선형 해석방법으로서는 해석의 편리를 위하
여 모델링 및 재료모델이 보다 단순화된 거시적 모델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09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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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copic mod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DRAIN-2DX, SAP2000 등의 상용 프로그램에서는 벽체
에 대한 거시적 모델로서 벽체 단면중심에 등가의 보-기둥
요소(beam-column element)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2. 이중강판합성벽의 거동 특성

있다. 이 방법은 보-기둥 요소의 단부에 설치된 축방향 스프

엄태성 등(2008)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주기하중을 받는 세
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주기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링 및 회전 스프링을 사용하여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벽체의 비탄성 거동을 나타내므로 모델링 및 수치해석
이 간편하다. 그러나 소성힌지에서 간략화된 이력모델을 사용
하므로, 주기하중에 대한 제하 및 재하(unloading and
reloading) 거동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다.

2(a)와 (b)는 각각 단일벽 및 병렬벽 실험체의 형상, 단면형
태, 하중-변위의 주기곡선, 파괴형태 등을 보여준다. 단일벽
DSCW1(형상비 = 4.0) 및 병렬벽 DSCW5 모두 상당한
에너지소산을 발휘하는 주기거동을 보였다. 단일벽 DSCW1
의 경우 2.5%의 변위비에서 벽체하단 압축측 강판의 국부좌
굴, 콘크리트의 압괴 등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반면 병렬벽
DSCW5의 경우 3.0% 변위비에서 연결보 용접부의 강판 인
장파단으로 파괴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중강판합성벽
의 주기거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세장한 이중강판합성 단일벽은 핀칭 없이 안정적인 휨지
배 주기거동을 보였으며, 전단변형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병렬벽 실험체도 비슷한 휨지배 주기거동을 보
였으며, 하중재하능력 및 변형능력이 연결보의 비탄성 거
동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형상비가 작은 연결보(   = 0.75, 그림 2(b))는
주기거동시 양 대각방향의 강판좌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
한 파괴 유형은 연결보가 전단지배거동을 보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1 이중강판합성벽 (double skin composite wall)

보다 개선된 거시적 해석방법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다중평행요소 모델(multi-component- in-parallel
model, Vulcano and Bertero 1987, Orakcal et al.
2004)이 사용되고 있다. 다중평행요소 모델은 벽체를 여러
개의 거시적 요소(macroscopic element)로 모델링하므로,
단일의 보-기둥 요소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보다 모델은 다소
복잡해지지만 주기하중을 받는 벽체의 휨거동을 보다 정확히

3) 단일벽의 최대강도는 소성응력 분포를 가정한 단면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병렬벽의 경우 연
결보의 커플링 효과로 인하여 벽체에 큰 인장력 및 압축
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단면해석을 통하여 하중재
하능력의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이중강판합성벽의 합리적인 비선형 해석
을 위해서는 벽체의 축방향 인장-압축 거동 및 휨거동과, 연
결보 전단거동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3. 재료모델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및 철근을 평행하게 설치된
다중의 일축요소(uniaxial element)로 나타내므로, 휨-압축
에 의한 거동(단면 중립축 이동, 콘크리트 구속효과 등)을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석모델은 축력을 전달하는 일축요
소(또는 트러스요소)로 구성된다. 강판과 콘크리트의 일축요

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기존의 거시적 모
델에 기반하여,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 구조의 비탄성 해석/

소의 비선형 해석을 위하여 일축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
내는 간략화된 주기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은 반복적인 인장-압축을 받는 콘크리트 일축요소의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거시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벽체의 콘크리트와 강판의 합성작용과 연결보의 모델

응력-변형률 관계의 주기모델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압축 포락곡선(envelope curve), 인장 포락곡선,
제하(unloading)/재하(reloading) 곡선 등 세 종류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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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장-압축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주기모델

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주기모델을 정의하였다. 인장 및 압
축의 포락곡선은 다음과 같다.(Saenz et al. 1964, Mansou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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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콘크리트 요소의 응력 및 변형률,  =



TC 에서의 압축응력(= 

= 유효압

축강도,  = 콘크리트 탄성계수,  = 콘크리트 할선계수
(1a)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압축변형률,  = 콘크리트 최대 압축변형률,

for    ≥ 
(1b)

인장거동

, 그림 3),

에 대한
= 유효

인장강도,  = 콘크리트 균열변형률(=  ), = 콘크
리트 인장강도(=  in MPa, Zhang and Hsu
1998). 이중강판 합성벽의 경우 콘크리트가 강판 외피로 둘
러싸여 있으므로, 강판의 횡보강 효과(confin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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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장-압축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주기모델

그림 4. 인장-압축 반복하중을 받는 강판의 주기모델

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하고 연성적인 거동을
보인다. 횡보강 효과로 인하여 향상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Mander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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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하중을 받는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비선형해석

그림 5. 다중평행요소를 사용한 이중강판합성벽의 해석모델

       

(2b)

리트의 인장응력은 순인장변형률 를 사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  -   .   = 콘크리트의 압축 잔류변형률.

여기서,

= 횡보강 효과로 인하여 증가된 콘크리트 최대

제하/재하 곡선 CB-CC-CD- TB-TC-CE 내부에서 발생되

′=

는 콘크리트의 거동은 일정한 강성  를 갖는 직선을 따

압축강도,  = 최대압축강도에 대응하는 압축변형률,
유효구속응력(=

),

= 콘크리트 구속응력,

= 구속

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감소계수이다. 횡보강된 콘크리트의
최대변형률  는 약 -0.012∼ -0.04의 분포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전측으로  = -0.012를 사용한다.
인장-압축의 반복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제하(unloading)
/재하(reloading) 거동은 Mansour et al.(2001)의 방법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3은 각 주요점을 연결하는 인장
및 압축의 포락곡선과 제하/재하 곡선을 보여준다. 각 주요점

라 제하 및 재하거동이 발생된다.
그림 4는 일축 방향의 인장-압축 반복하중을 받는 강판 일
축요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우싱거 효과(Bauschinger effect)에 의하여 복잡한
거동 양상을 보이는 강판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Brown and
Jirsa(1971)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4. 이중강판합성벽을 위한 거시모델

에서의 응력 및 변형률 값은 그림 3(a)에 나타나 있다. 그림
3(b)와 (c)는 각각 최초의 비탄성 거동이 인장변형률과 압축
변형률에서 시작되는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여준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은 휨지
배 거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모델으로서 벽체의

다. 각 그림에 최초의 재하거동(first load cycle)과 이후의
재하거동(subsequent load cycle)을 함께 나타냈다. 최초
의 재하거동시 콘크리트에 압축손상이 발생되면(그림 3(c)),

휨지배 거동을 나타내는데 적합한 다중평행요소 모델(Vulcano
et al 1988, Orakcal 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벽체는 몇 개의 다중평행요소

압축의 잔류변형으로 인하여 압축변형률에서 콘크리트의 인
장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압축손상이 있는 콘크

로 모델링된다. 그림 5(a)는 다중평행요소를 보여주는데, 다
중평행요소는 무차원의 무한강성 보, 수직방향 일축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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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 = 2ls )

bb

A

M bn
Vbn

Vbn
M bn = Vbnls

Diagonal uniaxial
element of steel plate:

tb
hb

Elastic modulus = Es
Area = Ade
Yield strength = f ye

Steel plate

A
A-A section
Double skin composite coupling beam

Analysis model for coupling beam

그림 6. 강판 연결보의 해석모델

평 스프링요소 등으로 구성된다. 상ㆍ하부의 무한강성 보로
인하여 다중평행요소는 Bernoulli의 평면 가정을 만족한다.

본 연구의 해석대상인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은 주로 휨지
배 거동을 나타내므로(그림 2), 본 연구에서는 전단 스프링

따라서 각 다중평행요소는 상ㆍ하부 절점에서 수평방향 변위
, 수직방향 변위 , 회전각  등 총 6개의 자유도(degree
-of-freedom)를 갖는다. 수직방향으로 설치된 일축요소는

요소가 탄성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소성
변형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벽체 상부의 탄성영역은 전단변
형이 거의 없으므로 수평 스프링요소의 강성을 무한히 큰 값

벽체의 휨거동과 인장-압축의 축방향 거동을 나타낸다. 반면
수평 스프링요소는 다중평행요소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전달
한다. 다중평행요소를 구성하는 수직방향 일축요소의 단면적

으로 가정하고, 반면 벽체하부의 소성힌지 영역은 휨항복으로
인하여 전단변형이 다소간 발생되므로 수평 스프링요소의 강
성을 유한한 값으로 가정한다.(그림 5(b)) 소성힌지 영역에

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직방향 일축요소는 강판
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복합요소이다. 강판과 콘크리트는 각

서 이중강판합성벽의 전단강성

각 별도의 일축 요소(uniaxial element)로 모델링되며, 이
때 강판과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 부착(perfect bond)을 가
정한다.(강판과 콘크리트 일축요소에 동일한 크기의 변형이

는 단면형태, 하중조건, 강

판 및 콘크리트의 비탄성 거동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
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본 해석연구에서는 실험으로
계측한 전단강성 를 사용한다.
병렬벽의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이중강판합성 연결보의

는 이중강판합성벽 단면에서 각 일축요소가 차지하는 강판과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5(b)) 연결보의 강판
과 콘크리트는 다축의 응력을 받으며 연결보의 전단경간비에
따라서 그 거동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모델링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기여 면적(tributary area)으로 정의한다. 수직
방향 일축요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비선형 해석
이 가능하므로, 단면의 형태가 비정형인 경우 더 많은 수직방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험연구(엄태
성 등 2008)에서 사용한 깊은 연결보(전단경간비 = 0.75)
에 대한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깊은 연결

향 일축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직방향의 강판
및 콘크리트 일축요소의 재료모델은 2장에 제안된 주기모델
을 적용한다.

보는 짧은 스팬으로 인하여 대각방향으로 직접 인장 및 압축
력을 전달하는 트러스 메카니즘을 발휘한다. 따라서 제안된
모델에서는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판 연결보를 X형으

전단력을 전달하는 수평 스프링요소는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부 무한강성보로부터
높이에 설치한다.

로 배치된 일축의 대각방향 강판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이중강
판합성 연결보의 하중재하능력은 채움콘크리트보다는 강판
외피에 의하여 결정되므로(엄태성 등 2008), 대각방향 강판

발생된다.) 강판 및 콘크리트 일축요소의 단면적  와 

= 다중평행요소의 높이.

는 높이에 따른 곡률분포의 영향

을 반영하는 계수로, Vulcano and Bertero(1987)과
Orakcal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휨지배 거동을 보
이는 벽체의 경우 = 0.4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평 스프링요소의 강성

와 주기이력 모델을 적절히 조절함

요소의 등가 단면적 와 항복응력

는 강판 연결보(채움

콘크리트 제외)의 탄성강성과 하중재하능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면적 와 항복강도

를 갖는 X형의 대각방향 강판요

으로써 벽체의 다양한 전단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 휨지배 거

소에 의한 연결보의 탄성강성 과 하중재하능력 은 각각

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전단 스프링요소를 비교적 큰 강성을
갖는 탄성요소로 모델링하고, 반면 전단변형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기거동시 핀칭 및 강성저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다음과 같다.

력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Vulcano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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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하중을 받는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비선형해석



    

(4)

트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주기거
동 동안 연결보의 강판에 대각방향의 인장소성변형 및 국부

여기서, A be , f y e = 대각방향 강판요소의 단면적과 항복강

좌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채움콘크리트는 과도한 압축
력을 받아 조기에 압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결보의
대각요소 모델에서 채움콘크리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도.  ,  = 강판 연결보의 실제 탄성강성과 하중재하능
력,  = 강판의 탄성계수,

,

= 연결보 폭과 길이이다.

(그림 6)
한편, 강판 연결보의 실제 탄성강성 와 하중재하능력

 은 각각 Hitaka et al.(2000)과 엄태성 등(2008)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6)

여기서,  = 강판 연결보의 단면이차모멘트,  = 연결보
에서 전단에 저항하는 강판 외피의 단면적(=

, 그림 6),

= 강판 외피의 두께,  = 포아송비(Poisson's ratio), 
= 전단형상계수로서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 1.2,  = 휨항
복에 의한 전단강도(=   ),  = 강판 연결보 단면

(제안된 연결보 모델의 적합성은 5장에서 검증되었다.)
제안된 대각요소 모델은 전단경간비가 작아 대각방향으로
직접 인장력 및 압축력이 전달되는 트러스 메커니즘이 발휘되
는 깊은 연결보의 거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전단
경간비가 커 휨지배 거동을 보이는 연결보의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단순 보-기둥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할 수도 있다.

5. 검증 및 분석
선행연구(엄태성 등 2008)에서 실험한 이중강판합성 독립
단일벽 및 병렬전단벽 실험체들에 대하여, 제안된 거시적 모
델을 사용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DSCW1과
DSCW3은 각각 1자형 및 T자형 단면형태를 갖는 독립단일
벽 실험체로서, 실험체의 형상과 단면치수는 그림 7(a)에 나
타나 있다. 실험체의 단면 폭과 벽체 길이는 각각 1,000mm,
4,000mm로 형상비가 4.0이며, 기초로부터 가력부까지 전

전단강도(=

단경간 길이는 3,850mm이다.(전단경간비 = 3.85) 실험체
는 10mm 강판으로 제작되었다. 두 실험체 모두 용접부의
조기 인장파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판으로부터 280mm

대각요소 모델과 실제 강판 연결보의 탄성강성 및 하중재하
능력은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3), (5)와 식(4), (6)을

높이까지 덧강판(cover plate)으로 보강되었다. 그림 7(b)
는 해석을 위한 거시적 모델을 보여주는데, 두 실험체 모두
크기가 다른 5개의 다중평행요소를 사용하였다. 덧강판으로

의 소성휨강도(=  ),  = 소성단면계수(plastic section
modulus,

 =

전단항복에

의한

 
 )이다.



를 구한다.

보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각각 별도의 다중평행요
소로 모델링하였다. 각 다중평행요소는 7개의 수직방향 일축
요소를 사용하여 인장-압축의 축변형과 휨변형을 나타내었고,

     
 
 

각 수직 일축요소의 위치는 그림 7(a)의 벽체 단면 위에 나
타냈다. (그림 7(b)는 DSCW1의 거시적 모델이며, 비대칭
단면을 갖는 DSCW3의 경우 수직방향 일축요소의 위치만

각각 연립하여 대각방향 강판요소의 유효단면적 와 유효
항복강도



 

 
    

(7)
(8)

대각방향 강판요소의 탄성거동은 강판의 탄성계수 를 사
용하여 모델링하며, 반복적인 인장-압축의 비탄성 주기거동은
그림 4에 나타난 Brown and Jirsa의 주기모델을 적용한다.
강판합성 연결보 내부의 채움콘크리트는 연결보의 하중재하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강성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비하여 강판의 단면적(콘크리트
단면적의 22%)이 매우 크므로 연결보의 강성에 대한 콘크리

달라진다.) 소성변형이 집중되는 DSCW1 및 DSCW3 벽체
하부의 두 번째 다중평행요소에는 전단 스프링요소의 강성으
로서 실험에서 계측한 근사값인 = 300kN/mm로 적용하
였고, 나머지 요소에 설치된 전단스프링의 강성은 무한히 큰
값으로 적용하였다.(그림 7(b))
재료실험으로 구한 강판의 항복 및 종국 강도는 각각 =
383MPa,

= 544MPa이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 40MPa이다. 강판 내부의 채움콘크리트는 강판 외피에
의하여 충분한 횡보강이 이루어지므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변형률이 증가한다. 강판벽의 횡보강 효과는 식(2)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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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독립단일벽 실험체의 비선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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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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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d2 fy
4ltb2

Tie bar

그림 8. 채움콘크리트의 구속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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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

Shear strain γ p =

up
lp

+

v pl − v pr
hvl p
v pr − v pl
2hv

l p = 700mm, hv = 900mm

그림 9. 벽체하부 휨곡률 및 전단변형의 계측

주기하중을 받는 세장한 이중강판합성벽의 비선형해석

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강판 외피를 긴결하고 있는 타이바(tie bar)는 지름이

작용하므로, 구속응력의 분포를 나타내는 감소계수

16mm이며, 그림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로 및 세로 간
격이 300mm인 마름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강판에 의하
여 내부 콘크리트가 받는 구속응력 은 타이바에 의하여 발

격, 항복강도가 각각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름
모형 단위 크기의 벽체에 작용하는 타이바의 인장력은  =
   이다.

= 타이바의 항복강도,

이다. 즉, 유효구속응력은

′=

= 1.0

이다. 타이바의 지름, 간

= 16mm,

= 212mm,

240MPa이므로 콘크리트의 유효구속응력은

=

′ = 1.07MPa

이다. 식(2)와 (3)으로부터 횡보강된 콘크리트의 증가된 최
= 1.17 ,  =
대압축강도 및 변형률을 구하면 각각
1.87 이다.

= 타이바의

그림 7(c)는 실험 및 해석으로 구한 DSCW1의 하중-변위

지름. 타이바의 인장력과 콘크리트의 구속력이 같아야 하므

관계와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휨곡률 및 전단변형률 이력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성힌지의
곡률과 전단변형은 기초판으로부터 700mm 높이에서 계측한

로, 콘크리트의 구속응력은
콘크리트 구속응력,

=





   / 이다.

=

= 타이바의 배열 간격. 강판의 경우

휨거동에 의하여 큰 소성변형이 발생되므로, 강판의 면내방향
강성에 의한 추가적인 콘크리트 구속응력은 없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콘크리트의 구속응력 이 전체 면적에 일정하게

벽체의 수직 및 수평변위를 사용하여 구하였으므로, 실험 및
해석 결과의 비교시 700mm 높이에서의 평균적인 휨곡률 및
전단변형을 비교하였다. DSCW3의 실험 및 해석 결과는 그

그림 10. 병렬전단벽 실험체의 비선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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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험 및 해석에 의한 이중강판합성벽의 포락곡선 비교

그림 12. 실험 및 해석에 의한 이중강판합성벽의 주기당 에너지소산량 비교

림 7(d)에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거시
적 모델은 직사각형 및 T형 단면형태를 갖는 세장한 독립단
일벽 실험체의 재하 및 재하 거동, 에너지소산능력 등 비탄성

다. 실험체는 5.9mm 강판으로 제작하였다. 두 실험체 모두
용접부의 조기 인장파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판으로부터
130mm 높이까지 덧강판으로 보강되었다. 그림 10(b)는 병

주기거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해석결과 DSCW1
의 경우 72mm 횡변형에서 벽체 하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압
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벽체의 정ㆍ부방향 하중재하

렬벽 실험체의 비선형 해석을 위한 거시모델을 보여주는데,
각 벽체당 11개의 다중평행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덧강판으로 보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각각 별도의

능력이 저하되었다.(그림 7(c)) 또한 DSCW3의 경우 플랜
지 벽체가 인장을 받는 부방향 재하시 55mm 변형에서 벽체
하단부에서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되어 하중재하능력이 저하

다중평행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각 다중평행요소는 5개의 수
직방향 일축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각 일축요소의 위치는 그림
10(a)의 단면 위에 나타냈다.(그림 10(b)는 DSCW5의 거

되었다.(그림 7(d))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험에서 관찰된 채
움콘크리트의 압축파괴와 일치한다.(그림 2(a)) 다만, 제안
된 거시모델에서는 실험시 발생되었던 강판의 국부좌굴 거동,

시모델이며, 대칭 단면을 갖는 DSCW4의 경우 그림 10(b)
의 해석모델에서 수직 일축요소의 배치만 달라진다.) 소성변
형이 집중되는 벽체 하부의 다중평행요소에는 전단 스프링

타이바의 파괴 등을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콘크리트 압괴
이후 해석에 의한 하중재하능력이 실험결과보다 다소 크게
예측되었다.

강성으로서 실험으로부터 구한 = 250(DSCW4) 및 325

제안된 거시적 모델을 병렬전단벽 실험체인 DSCW4와
DSCW5의 비선형 해석에 적용하였다. DSCW4과 DSCW5
는 각각 직사각형 및 T형 단면형태를 갖는 병렬전단벽 실험
체로서, 실험체의 형상과 단면치수는 그림 10(a)에 나타나
있다. 단면 폭과 실험체 길이는 각각 1,500mm, 4,000mm
이며, 기초로부터 가력부까지 전단경간 길이는 3,850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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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W5)kN/mm로 적용하였고, 그 이외의 주로 탄성거동
을 보이는 나머지 요소에 설치된 전단스프링의 강성은 무한
히 큰 값으로 적용하였다.(그림 10(b)) 이중강판합성 연결보
는 그림 6에 나타낸 X형의 대각방향 강판 일축요소를 사용하
여 모델링하였다. 식(6)∼(9)를 사용하여 구한 강판요소의
2
단면적과 항복강도는 각각  = 1,293mm ,
= 353
MPa이다.
재료실험으로 구한 강판(두께 5.9mm)의 항복 및 종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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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각각
압축강도는

= 372MPa,

= 453MPa이고, 콘크리트의

= 59MPa이다. 강판 내부의 채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변형률은 강판 외피에 의한 횡보강 효과로 인하
여 다소 증가된다. 증가된 압축강도 및 변형률은 그림 8에
나타난 구속응력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그 크기는
1.12

=

,  = 1.60 이다.

그림 10(c)는 실험 및 해석으로부터 구한 DSCW4의 하중
-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제안된 거시모델은 복잡한 거동을 나
타내는 병렬전단벽 실험체의 비탄성 주기거동을 비교적 정확
히 예측하였다. 실험에서는 횡변위 58mm(1.5% 변위비)에
서 벽체 하단부에 강판좌굴 및 콘크리트 압괴, 연결보 용접부
의 인장파단 등이 발생되어 DSCW4의 하중재하능력이 급격
히 저하되었지만, 해석에서는 94mm의 횡변위에서 벽체 하
단부의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10(c)) 이러한 해석 및 실험 결과의 차이는 제안된 모델이

부에서 강판 인장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인 78mm변위(2.0%
변위비)까지 실험 및 해석 결과가 비교적 정확히 일치하였다.
하지만 연결보 용접부에서 강판 파단이 발생된 이후에는 해
석에 의한 벽체의 하중재하능력이 실험값보다 과대평가되었
다. 비선형 해석시 DSCW5 벽체의 하단부에서 콘크리트 압
괴는 발생되지 않았다.
제안된 거시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포락곡선(envelope
curve)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11에 나타냈다. 비교
결과, 제안된 거시모델은 이중강판합성벽의 탄성강성과 최대
강도를 평균적으로 각각 41 및 6% 고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2는 주기당 에너지소산량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데, 강판의 좌굴 및 용접부의 파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결과가 실험값보다 약 8% 고평가하였다.

강판의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탄성
변형이 커질수록 실험과 해석 결과의 오차가 커졌다.
T형 단면을 갖는 DSCW5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는 그
림 10(d)에 나타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결보 용접

hb
ed 2

ed 1

lb

Rotation of coupling beam =

θb =

(ed 1 − ed 2 ) hb2 + lb2

LVDT

2hblb

그림 13. 연결보 회전각의 계측

그림 14. 연결보의 주기응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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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결보의 비탄성 모델(그림 6)의 적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와 해석으로 예측한 1층 연

정확히 예측하였고, 탄성강성은 약 41% 과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보의 비탄성 주기거동을 비교하였다. 그림 1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1층의 연결보에 대각방향으로 설치한 LVDT로부터
계측한 대각방향 변형  및  를 사용하여 연결보의 회전

미시해석 방법인 기존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방법에 비하
여, 본 연구의 거시해석 방법은 몇 개의 다중평행요소를 사용
하여 모델링하므로 모델링 및 수치계산이 간편하고 간편한

각 를 구하였다. 그림 14(a)와 (b)는 각각 DSCW4 실험
보여준다. 그림 14(b)에

일축의 재료모델을 사용하므로 반복계산시 수치해석의 안정
성이 우수하다. 본 연구의 거시해석 방법은 휨지배 거동을 보
이는 세장한 벽체의 전체적인 비탄성 구조성능의 평가에 적

나타난 바와 같이, 벽체 하부의 강판좌굴 및 콘크리트 압괴,
연결보 용접부의 인장파단 등이 억제되어 큰 비탄성 변형을

합하며, 전단지배 거동을 보이는 벽체에 대한 적용성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인 DSCW5의 경우 실험 및 해석 결과가 대체로 잘 일치
하였다. 대각방향 일축요소의 변형  및  가 반복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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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거시해석 모델로 사용
되고 있는 다중평행요소 모델을 적용하여 새로운 구조시스템
인 이중강판합성벽 구조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비선형 해석을 위하여 휨지배 거동을 나
타내는 벽체에 대해서는 다중평행요소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전단지배 거동을 나타내는 깊은 연결보에 대해서는 X형 대각
요소 모델이 사용되었다. 복잡한 다축의 재료모델 대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및 강판에 대한 간략화된 일축
의 주기모델을 적용하였다. 주기하중을 받는 세장한 이중강판
합성 단일벽 및 병렬벽 실험체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고,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거
시해석법은 휨지배 주기거동을 보이는 이중강판합성벽의 하
중재하능력과 에너지소산능력을 각각 6, 8% 오차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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