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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predict the ductility capacity of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joints failing in shear after the formations of plastic hinges at both ends of the 

adjacent beams. The current design code divides joints into two categories: Type 1 for structures 

in non seismically hazard area and Type 2 in seismically hazard area. While there are many 

researches related to joint shear strength in Type 1, those in regard to joint ductility capacity of 

Type 2 are scarce. This paper classified the ductility capacity of beam-column joints into column, 

joint panel, and beam deformability. Since a brittle failure such as shear or bond failure in the 

columns must be avoided, column deformability was calculated by elastic analysis. The plastic 

hinges of the adjacent beams affect joint deformability. Therefore, the prediction of joint 

deformability was calculated with consideration to the degradation of the diagonally compressed 

concrete due to the strain penetration.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지진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합부의 연성능력을 평가하 다. 철근콘크

리트 보-기둥 합부 설계는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하기 이 에 합부가 괴하는 경우와 보에 소성

힌지가 발생한 이후에 합부 는 보가 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다. 지 까지의 부분

의 기존 연구는 합부의 강도 평가에 을 두고 있으며, 합부의 연성능력 평가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합부의 연성을 기둥, 보, 합부 패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재

가 보-기둥 합부의 체 연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합부 설계는 일반 으로 보에 소성힌

지를 발생시키고 합부를 포함한 기둥은 탄성 상태로 설계하므로 탄성해석에 의하여 기둥의 연성을 

평가하 다. 합부 패 은 보의 소성힌지의 변형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의 소성힌지의 향을 고려한 합부 패  연성을 평가하 다. 소성힌지가 발생한 보의 연성은 보-

기둥 합부의 연성능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보의 연성은 보의 휨에 의한 향, 철근의 뽑힘에 

의한 향, 소성힌지 구역의 축방향 변형률 증 에 의한 향으로 구분하 다. 한 합부의 부착강

도 감  보의 주철근 항복 이후의 철근의 뽑힘  소성힌지 구역의 축방향 변형률 증 에 의한 

향을 고려하여 보의 연성능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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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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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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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합부의 연성평가는 철근콘크리트 내진설계에 있어서 요하다. 보-기

둥 합부는 단력과 부착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콘크리트 압괴에 의한 단 괴나 보방향 주철근

의 부착 괴가 발생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합부 거동평가는 1970년 이후에 미국·일본·

뉴질랜드의 3개국이 공동연구를 실행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ACI 318-05설계기
1)에서는 

비내진(Type 1)  내진설계(Type 2)로 구별된 합부 설계법을 제안하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진설계에서는 소성힌지가 보의 양단부에 선행 발생하며 보·기둥 합부 

 기둥은 보의 변형 능력이 설계변형 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내력이 감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

다. 따라서 합리 인 보-기둥 합부 설계를 해서는 합부의 연성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단평가식은 합부 단 메커니즘과 합부 강도에 향을 주는 기본 

요소에 하여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ACI 318-05기 과 일본 지침서
2)에서는 합부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아치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단강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 기 식에

서는 콘크리트의 아치 메커니즘과 함께 합부의 트러스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단강도를 평가한

다. 3개국 기 식에서는 합부 강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합

부 면 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합부에 존재하는 철근비와 축력비의 향에 해서는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ACI 318-05기 과 일본 구조설계지침서 기 식에서는 철근비와 축력비에 의

한 향을 무시하고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 기 식3)에서는 두 요소에 의한 향을 트러스 메커니즘

을 이용하여 반 한다. 

   합부의 강도 평가에 한 연구에 비하여 합부의 연성능력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

한 편이다. Fujii와 Morita
4),  Park 등5)은 실험 인 방법으로 보-기둥 합부의 강도와 연성을 평가

하 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축력이 합부의 강도 증가에 미치는 향이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

할 경우의 뉴질랜드 기 의 합성 평가 등에 국한되어 직 으로 연성 평가에 향을 주는 요소

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보-기둥 합부의 연성을 기둥, 합부 패   보의 연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의 요소가 합부의 연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보-기둥 합부의 연성능력

   보-기둥 합부의 연성은 합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기둥, 합부 패 , 보)에 의하

여 향을 받는다. 그림 1은 수직  수평하 이 작용하는 보-기둥 합부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으

며 합부의 층간 변형각은 식(1)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각각 기둥, 합부 패 , 보의 변형이다. Park 등5)의 연구에 의하면 

    가 합부 연성에 미치는 향을 각각 0-5%, 10-25%, 70-90%이었다. 이와 같이 각 

요소가 미치는 연성 비율은 합부의 연성 크기에 따라서 달라졌다.

 2.1 기둥의 변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람직한 설계는 보에 소성힌지를 발생시키고 기둥은 탄성 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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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보-기둥 합부의 변형                 그림2. 합부 내부의 보방향 철근변형률 분포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성해석에 의하여 기둥의 변형각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기둥의 회 각,   는 합부에서 기둥 지 까지의 거리,   는 기둥 지 간의 거리, 

  는 곡률,   는 기둥 단력,   는 기둥 단탄성계수,   는 기둥의 단면 ,   는 기둥의 단

면 이다.

 2.2 합부패 의 변형

   합부 패 의 변형은 보의 주인장철근이 항복한 이후에 증가하며, 보의 휨인장비와 축력비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Teraoka 등
6)이 실험에 의하여 제안한 식(3)을 이용하여 합

부 패 의 부재회 각 ( )을 측하 다.

여기서   는 합부패 의 단각,    는 보  기둥 축방향 합부의 폭,   는 보의 지 간   

거리,   는 합부 패 의 단강도,   는 보의 휨항복강도,   는 합부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는 보의 주인장철근비,   는 축력비이다.

 2.3 보의 변형

   보의 변형은 보-기둥 합부의 변형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특히,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한 이

후에 보가 격하게 변형하게 되어 합부의 변형이 증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의 변형을 식

(4)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 다.

여기서   는 보의 휨변형각,   는 보철근의 뽑힘변형,   는 보의 단변형이다.

   식(4)에서 보의 단변형은 휨변형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무시하 다. 보의 휨변형은 보에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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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가 발생한 이후에 격하게 증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의 휨변형을 Lee 등7)이 제안한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와은 정(正)과 부(負)방향의 소성 부재 회 각,  는 보의 상·하 재 철근 심 간의 

거리, 는 소성힌지길이이다. 보 철근의 뽑힘 변형은 그림 2  식(6)과 같이 보 철근의 부착성능의 

하를 고려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는 합부에서의 철근 변형률을 나타낸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합부의 연성능력을 기둥, 합부 패 , 보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가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각각의 부재가 미치는 합부의 변형은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한 이후에 변하게 

된다. 제안된 평가식에서는 보의 소성힌지가 합부의 변형능력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합부의 

변형능력을 평가하 다. 기둥의 변형은 탄성해석에 의하여 평가하 으며, 보의 변형은 소성힌지에 의

한 합부의 강도 감  부착강도 감에 의한 뽑힘변형의 향을 고려하여 평가하 다. 제안된 평가

식은 실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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