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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평면 및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하여 외부에 전
단벽을 신설하고 추가되는 층의 중력하중은 모두 신축되는 전단벽이 부담하도록 계획 설
계한다. 따라서 증축부의 신설 구조체는 추가되는 모든 중력하중을 자체적으로 지지토록
한다. 그러므로 기존 구조에는 하중이 추가되지 않아 기존 구조체의 보강이나 기초 보강
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개념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법에 대한 내진성
능을 평가한 것이다.

비선형 구조해석프로그램 PERFORM 3D를 이용하여 신축되는 외부 구조의 비선형 정적
및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진력에 대하여 기준에 의한 허용 값 보다 작은 층
간 변위가 발생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기의 제안된 공법을 적용하여 기존 수직증축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구조체 및 기초의 보강이 불필요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공법은 재래보강공법과
타 공법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여 공사비 저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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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내진보강공법의
내진성능평가 및 해석모델 개발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Analytical Model
For a Seismic Retrofit System of Apartment Buildings with Vertical Extension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죽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하여 위너스BDG와 ㈜유경시스템에
서 제안한 구조시스템의 지진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을 검토하였다. 대상 건축물은 서울에
위치한 판상형 아파트이며, 지하 주차장 신설, 그리고 수평 증축과 동시에

3개 층을 수

직증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사전 준비를 위한 해석결과 기존 건축물은 현행 설계기준 (정적해석)에 따른 내진성능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증축구조체에 대해 PERFORM 3D를 이용한 비선형
정적 및 동적해석을 통하여 증축 후 최종 설계안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2. 프로젝트 개요
건 물 명 : 대치현대 APT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2,902-1번지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층

수

: 지하3층, 지상18층 (기존 15층)

연 면 적 : 26,710.94 m2

(8,086.06평)

세 대 수 : 138세대 (조합분 120세대/ 일반분양 18세대)
준공연도 :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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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모델링 전

(b) 리모델링 후
그림 1. 리모델링 전 후 아파트 평면도

그림 2. 단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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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모델링 전

(b) 리모델링 후
(c)
그림 3. 리모델링 전 후 골조 투시도

3. 제안된 리모델링 구조시스템 개요

일반적인 수직증축 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축된 3개 층의
하중이 기존 구조체에 부가된다. 이 경우 하부 구조의 모든 수직부재와 기초를 보강
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외부 증
축신설 내력벽을 이용하여 수직과 수평증축부의 중력 하중을 지지토록 계획 설계한
다. 따라서 신설 구조부는 자체적인 하중을 부담하여 기존 구조체에 증축부의 하중
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기존 구초체와 기초 보강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 외
에 필요한 경우 기존 구조체와 신축구조체 사이에 에너지소산장치를 설치하여 동적
응답을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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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직증축후의 구조도와 수직증축부의 Frame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증축부의 외부 내력벽을 신설하고 증축되는 3개층의 하중을
외부 내력벽이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지진하중에 대한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비선형 내진성능평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PERFORM 3D를 사용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5. 에너지소산장치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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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선형 Analysis
4.1 해석모델

(a) 1~15 층

(b) 16~18 층
그림 6. 외부 골조 및 증축부의 PERFORM3D 모델

-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21.16kN/mm, Poisson’s Ratio=0.167이며,

신축구조의 벽체 두께는 20 cm이다..
4.2 주기산정

T1=1.17 sec

T2=0.87

그림 7. 1, 2차 고유주기
-

PERFORM 3D를 이용하여 산정된 고유주기는 1차모드인 장변방향 1.17 seco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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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드인 단변방향 0.87 second로 나타나, 마이다스 프로그램 해석결과 장변방향
0.98, 단변방향 0.84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비선형 정적해석
-

비선형해석에 적용된 재료 및 부재의 비선형 힘-변위관계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그림 8. 콘크리트의 응력-변형 관계
-철근

그림 9. 철근의 응력-변형 관계
-

내력벽(전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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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내력벽(전단벽)의 모멘트-회전각 관계
-

신축되는 상부 3개층의 경우에는 내력벽(전단벽)과 슬래브의 virendeel 거동으로
중력 및 횡력에 저항하여야한다. 그러나 슬래브를 일반적으로 구조해석에 사용되
는 rigid diaphragm으로 모델링할 경우 회전강성이 없어 전단벽이 불연속되는 상
부 3개층의 경우에는 중력하중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력벽(전
단벽) 사이의 슬래브를 유효보로 모델링하였다.

-

내력벽간 사이의 슬래브는 유효보로 모델링하였으며, 모멘트 회전각 관계는 다음
과 같다. (그림 10)

그림 11. 유효보의 모멘트-회전각 관계

8

-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력하중에 대한 수직 처짐을 구한 결과 최대 처짐
이 0.45 mm로 나타나 중력하중에 대해 충분한 강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X 방향 pushover curve
- 약축인 장변방향으로 비선형정적해석 수행결과, 해석모델의 최대강도는 설계 밑면전단
력인 6,044 kN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7030.1 kN

그림 13. y 방향 pushover curve

- 강축인 단변방향으로 비선형정적해석 수행결과, 해석모델의 최대강도는 설계밑면전단
력인 7,030 kN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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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X 방향 성능점 산정
- ATC-40 식에 의해 유효감쇠비를 구하고 성능점을 산정한 결과, 성능점이 탄성구간을
벗어나는 초기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한계상태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4.4 비선형 동적해석결과

-

설계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세 개의 인공지진을 생성하고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함.

-

설계스펙트럼 산정에 적용된 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계수 0.22, 지반조건 Sd,
Fa=1.46, Fv=1.58, Sds=0.535, Sd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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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

EQ2

EQ3

그림 10. 해석에 사용된 인공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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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1

EQ2

그림 11. 6층 최대층간변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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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개 지진에 대한 최대 층간변위비
-

세 개의 인공지진을 이용하여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층간변위 (그
림 11 및 그림 12) 가 층고의 0.23% (7 mm) 정도로 한계값이 1.5% (38 mm) 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었음.

-

비선형 동적 지진해석을 통한 최대 횡변위 형상 (EQ. 1, 260배 증폭)

그림 13. 지진에 대한 변형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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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증가된 지진 (EQ2)의 시간이력

그림 15. EQ 2를 두배로 증폭한 지진에 의한 6층 층간 변위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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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설계지진*2 지진에 의한 소성힌지 위치
설계지진 수준의 EQ2를 두 배로 증가시켜 해석한 경우 5~8층에 IO (Immediate
Ocupancy) 수준의 소성힌지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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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증축신설 내력벽을 이용하여 수직과 수
평증축부의 중력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비선형해석 전문 소프트웨어인 PERFORM 3D를 이용하여 신축되는 외부 구조의 비선
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을 수행한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설계 지진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보유할 뿐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내진거동을 나타낸다.
2) 상부에 신축되는 3개층의 질량이 15층 높이에 걸쳐 내력벽으로 지지되므로, 내진설계
시 적용되는 반응수정계수는 내력벽구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 보다 작은 3.0을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증축부의 신설 외부구조체와 기존의 내부 구조체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거리만큼 인접건물간 이격하거나 내진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식용적인 측면에서 지진 시 충돌 (pounding)을 방지하고 방수를 위하여 신
구 구조체간 경계면을 부분적인 합성체(Partial Composite)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신구구조체를 일체화를 위해 완전합성(Fully Composite) Detail
을 적용해야 하는 기존 보강방법과는 달리 많은 보강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
료된다.
4) 수직증축부의 하중전이를 위해 기존 최상층 바닥과 수직증축바닥간은 하중 회피를 위
한 Detail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수직증축부의 바닥두께는 300~400mm 적용하고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키 위해
설계 시 prestress를 적용하여 구조성능 확보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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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의 대상 건물의 경우 보유한 강성 및 강도가 충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불필
요하지만, 기존과 신축 구조체의 강성 및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 구 구조체
간 사이에 감쇠장치를 설치하여 지진 입력에너지를 소산함으로써 동적 응답을 줄이는 것
이 가능하다.
7)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공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공동주택을 수직증축 리모
델링 시 기존 구조체와 기초에 추가되는 하중이 없으므로, 중력하중에 대한 보강이 불필
요하다. 또한 재래방식과 타 공법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므로 공기단축과 보강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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