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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구조 시스템 접합부의 초기 강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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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fic joint devices composed of end-plates and through bolts are under development to assemble steel beams

to PC columns efficiently by dry construction method for the PCS structural system, of which major structural components are

precast concrete columns and steel beams. Seismic performance of the joint devices had been evaluated by experimental tests

in the previous studies and it was showed that all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regarding to strength deterioration, stiffness

degradation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were satisfied to the criteria of ACI requirements, but the initial stiffness was not.

In order to find out possible causes of the insufficient rigidity of the joint devices and provide the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joint accordingly, numer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by using ABAQUS. Parameters, such as

thickness of neoprene pad, conditions of surface between PC column and end-plate, magnitude of pretension forces of through

bolts, stiffness of end-plate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igidity of the PCS system was

negatively affected by the magnitude of initial gaps between PC columns and end-plates, and insufficient stiffness of neoprene

fillers and end plates. In order to improve the initial stiffness performance of the joints, measures such as increase of the

magnitude of pretension forces on through bolts and increase of the stiffness of end-plate by reducing the bolt pitch and

providing adequate stiffener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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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의 장점을 각각

살린 복합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1,2)

 PCS

(precast concrete column and steel beam) 구조시스템은

압축에 효과적인 콘크리트 PC 기둥과 휨에 유리한 철골

보를 조합한 일종의 복합구조 시스템이다. 

PCS 구조 시스템의 시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질 재료로 구성된 PC 기둥과 철골 보를 효과적으로 조

립할 수 있는 접합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식공법을 활용한 접합부를 고안하고 선행 연구에서 실

물 크기의 실험체에 대하여 ACI에서 제시한 실험에 관

한 기준
3)
에 의하여 내진성능 분석 실험을 실시한 바 있

다.
4-6)

 그 결과 강도, 소성영역에서의 강성, 에너지소산

능력에 있어서는 요구 조건을 만족하였으나, 탄성 영역

에서 초기 강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PCS 구

조 시스템 접합부의 초기 강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여 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고자한다.

 

2. PCS 구조 시스템 접합부의 구성

기존 연구
4)
에서는 구조성능 뿐만 아니라, 시공 성능에

있어서도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립과 해체가 용이

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PCS 구조 시스템용 건식접합부를 고안하였다. 제

안된 접합 방식에서 Fig. 1 (b)와 같이 PC 기둥은 연결

플렌지와 고강도 강봉을 볼트 체결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PC 기둥과 H-형강보는 단부평판과 기둥을 관통

하는 고장력볼트를 긴장하여 체결하는 접합부 형식을 고

안하였다.

PC 기둥면과 철골보 단부평판 사이의 틈새를 모르타

르로 채우는 대신에 Fig. 1 (c)와 같이 네오프렌 패드를

사용하였다. 네오프렌 패드는 건식시공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강재 평판과 콘크리트면 사이에서 원활한

응력전달로 콘크리트면의 균열이나 국부적인 파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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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H-형강보 단부에서

소성힌지가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스캘럽 (scallop)

을 고안하였다. 

3. 접합부 성능 분석
 

본 연구에서는 PCS 구조 시스템에서 보-기둥 부분으

로 구성된 실물 크기의 ‘+’자형 실험체에 대하여 단조가

력 실험을 실시하여 초기 강성에 관한 기초 자료를 구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3.1 단조 가력 실험

PCS 구조 시스템 접합부의 초기 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는 내진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반복하중 시험

(cyclic seismic test)으로부터 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기

존 시험
4-6)
에서는 하중이 보 단부에서 비대칭으로 가력

되었고, 그 결과 접합부의 판넬존 부분의 변형이 과대하

게 되어 접합부 초기 강성 특성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

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7)

판넬존 변형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기둥 접합부

의 초기 강성에 관한 분석을 비교적 분명하게 하기 위

하여 하중을 보 양단부에서 대칭으로 단조 증가시키며

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형 실험체는 기존의 연구
4-6)
와 같

은 규격을 사용하였다 (Fig. 2 참조). PC 기둥의 단면은

400 mm × 400 mm이며, 철골 보는 H-400 × 200 × 8 × 13을

사용하였다. PC 기둥에 삽입되는 고강도 강봉은 직경이

32 mm이며 모서리에 각 1개씩 총 4개이고 쉬스 (sheath)

에 삽입 후 모르타르로 충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

둥의 주근은 직경 25 mm로 4면에 2개씩 총 8개로 배근

되어 있다. 또한 보 단부에서 소성힌지 위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30 mm의 스캘럽을 두었다.

보의 접합면 단부에는 10개의 관통형 볼트로 접합이

가능하도록 두께 30 mm의 단부평판을 설치하였으며, 보

와 용접하였다.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관통볼트는 M24

를 사용하였고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항복응력의

42.8%에 해당되는 190 kN의 축력으로 긴장하였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한 재료는 각각 해당되는 KS 규준

에 의거하여 실험,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s 1, 2

Fig. 1 Joint devices for PCS structural system

Fig. 2 Test layout

Table 1 Properties of concrete

fck (MPa) ft (MPa) Econcrete 
(MPa) ε

o
 (× 10

-3
)

33.9 6.10 29,000 2.02

*ε
o

: strain at maximum comp. stress

Table 2 Properties of steel

Type Fy (MPa) Fu (MPa) Es (MPa) Esh (MPa) εsh (×10
-3
)

Main bar 428.0 626.3 200,000 749 2.20

Hoop 521.3 635.0 200,000 568 2.72

Flange 331.3 462.0 200,000 548 1.71

Web 365.7 473.3 200,000 439 1.88

End-plate 300.7 446.7 200,000 581 1.55

Bolt 982.0 1075.7 200,000 558 5.03

Tie bar 959.2 1056.8 200,000 600 4.89

*Esh : modulus at strain hardening

*εsh : strain at yiel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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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PC 기둥은 접합부 부분에서 변위 9 mm에 균열이 발

생하기 시작해서 미세한 증가를 보였으나 특별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철골 보는 변위 15 mm에서 좌측 단부

의 플랜지 부분에서, 변위 30 mm에서 웨브 부분에서 페

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변위 105 mm에서 스캘럽 부

위의 플랜지와 웨브 부분이 국부좌굴로 인해 파괴되었다.

또한 255 kN에서 항복이 발생하였으며 319.5 kN의 최대

강도를 보였다. 실험에 의한 하중 변위 관계는 Fig. 3과

같다.

3.2 컴퓨터 시뮬레이션

3.2.1 해석 모델의 구성

1) 해석 모델

비선형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기 위하여 기둥, 보, 단부평판, 볼

트 등을 실제 실험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 모델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와 작용 하중이 기둥 중심에서

서로 직교하는 2개의 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해석 모

델은 편리상 Fig. 4와 같이 1/4만 모델링 하였다. 

2) 접합면 형상 모델

단부평판을 용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변형이나

PC 기둥면에 있는 요철로 인해 기둥과 단부평판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기둥과 단부평

판의 접합면의 형태는 Fig. 5와 같이 단부평판과 기둥면

이 가운데만 접한 경우, 양끝만 붙어있는 경우, 기둥면

이 불균일하여 접합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2)

이러한 접합면의 형상을 얇은 패드를 접합면 사이에

끼워 넣어 이상화하였다. 접합면의 중간 부분에만 패드

가 끼워져 접합면 양 단부에는 갭이 있는 경우, 양 단부

에 패드가 끼워져 중앙에 갭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일정한 두께의 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접촉면에 끼워

진 패드는 두께 2 mm의 네오프랜 패드로 모델링하였고,

Type I를 위한 초기 갭 두께는 ∆ = 1 mm로 모델링하였다.

3) 구조 요소 모델 

기둥, 철골보, 단부평판, 네오프랜 패드, 볼트, 너트는

8개 절점을 가지는 3차원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철근 및

강봉은 2개의 절점을 가지는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띠철근은 단면적을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 일정한 두께

를 갖는 면 요소로 모델링 하였고, 주근에 수직방향으로

모델링하였다.
8) 
또한 접촉면의 마찰 현상을 모델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coulomb fri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Table 3 참조).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사용된 모델 특성과 해석에 사

용한 물성 값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concrete smeared cracking 모델
8)
을 사용하

였고, 콘크리트의 횡구속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Mander

가 제안한 식
9)
을 사용하였다. 일축압축 실험에 의한 결

과를 바탕으로 실험체에서 사용된 횡 방향 철근비 0.827%

를 반영하여 압축강도와 변형률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압

축강도와 변형률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거동은 독립적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

장강화 현상은 균열발생 이전에는 인장응력이 선형으로

Fig. 3 Load deflection relationship from experiment

Fig. 4 3-D modeling of PCS system Fig. 5 Modeling of initial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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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균열발생 이후 선형으로 감소하는 모델로
10) 
고

려하였으며 사용한 데이터는 Table 5와 같다. 

(2) 강재

선형 탄성 구간은 항복 변형률과 항복강도점까지로 정

의하고 인장강도와 연신율로 정의되는 극한점과 항복점

사이를 선형 함수로 정의하는 소성경화모델 (bilinear)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 요소의 재료 성질은 Table 2의 실

험값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3) 고무

PCS 시스템의 접합부에 사용되는 네오프랜 패드의 재

료적 성질은 KS M 6518 및 KS M 6617에 따라 시험

하였고 그 결과 인장강도는 10.2 MPa이며, 신장률은 300%

였다. 고무의 재료 성질을 모델링함에 있어 데이터가 부

족하여 최대 인장응력과 신장률을 바탕으로 응력-변형률

곡선을 추정하였다. 포아송비는 0.475를 사용하였고, 1축

인장 특성 값은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Table 6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4) 접촉면

볼트와 콘크리트, 볼트와 단부평판 사이이의 마찰계수

µ는 0.1, 콘크리트와 단부평판, 너트와 단부평판 사이의

마찰계수 µ는 1로 모델링하였다.

4) 하중 모델 

보 단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보 단부의 변위를 제어하

여 제공하였으며 보 회전각 7%에 해당하는 105 mm까지

대칭 단조가력 하였다. 

또한 관통볼트에 작용하는 초기 인장력은 1단계에서

볼트 로드 (bolt load) 옵션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인장력

에 해당되는 축력을 가하고 2단계에서는 볼트의 원래의

길이로 고정하여 긴장 효과를 유도하였다. 

5) 해석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Riks method를 사용하였다.
11) 
이 방법은 일

종의 하중-변위제어 방식으로 강도감소가 있는 비선형

구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2.2 해석 모델 검증

1)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 비교

컴퓨터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단조 가력 실험과 같은 조건의 해석 모델

(base model)을 구성하였다. 기둥, 보, 단부평판, 네오프

랜 패드, 볼트, 철근의 제원은 단조 가력 실험 조건과 동

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발생한 접합면의

밀착 정도와 갭의 크기, 또 이에 가해진 관통볼트에 의

한 인장력 크기는 정밀한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

하며 접합면의 갭의 크기와 긴장력 크기를 역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의 단부가 이상적으로 완전히

고정된 경우 (IRG), 190 kN의 긴장력에 의해 단부평판이

갭 없이 완전 밀착된 경우 (NP2P), 관통볼트의 긴장력이

190 kN 작용하고 있으나 접촉면 갭이 1 mm인 경우

(GP1NP), 긴장력 없이 접촉면에 갭이 없는 경우 (NP2),

관통볼트의 긴장력이 없으며 갭이 1 mm인 경우 (GP1N)

에 대하여 수치 해석하고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Fig. 6 참조).

그 결과 초기 강성은 NP2P는 실험 결과보다 크게 나

타났으며, NP2와 GP1NP는 실험 결과와 비슷하고, GP1N

Table 3 Element model

Structural 

part
Element type Mat.

Model

Material Stress-strain 

Column C3D8R* Conc.

Density

Elastic

Concrete-

smeared-cracking

Comp.-mander

Ten.-tension 

stiffening

Beam C3D8R Steel Density

Elastic

Plastic

Bi-linear
Endplate C3D8R Steel

Bolt C3D8R Steel

Density

Elastic

Plastic

Bi-linear
Re-bar T3D2** Steel

Bar T3D2 Steel

Hoop SFM3D4R*** Steel

Neoprene C3D8R Rub. Hyperelastic -

Interface Contact pair -
Master-slave

contact algorithm
-

 *C3D8R : 8-node linear brick, reduced integration

**T3D2 : A 2-node linear 3-D truss

***SFM3D4R : A 4-node quadrilateral surface element, reduced

integration

Table 4 Uniaxial test data of concrete

fc (MPa) 17.85 42.58 49.42 50.85

εc (×10
-3
) 0.43 2.43 4.43 6.43

Table 5 Data of tension stiffening

ft' * (MPa) Ec (MPa) ε tu - εcr**

6.10 29,000 0.005

*ft' : tensile strength, **εcr : strain at cracking

Table 6 Uniaxial test data of rubber for neoprene pad

Tensile stress (MPa) Tensile strain

0.75 0.080

2.12 0.28

3.55 0.46

5.06 0.72

6.41 0.97

8.15 1.31

9.17 1.79

10.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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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끌림 현상에 의하여 실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항복강도에 도달했을 때 변위가 NP2P, NP2, GP1NP,

GP1N에 대하여 각각 7.1, 9.0, 9.5, 12.5 mm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NP2P는 실험 결과보다 강성이 크고 GP1N는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NP2와 GP1NP는 실험 결과

와 가장 유사한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냈다. 

NP2와 GP1N에서는 접촉면에서 초기 미끌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미끌림 발생 이후 초기 강성은 실험 결과

와 유사함을 보이며, 실험체의 경우 강성이 150 kN 이후

부터 갑자기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관통볼트

를 초기에 긴장함으로써 발생한 접촉면의 마찰력이 해소

될 때까지 접합면에서의 초기 미끌림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접합부의 강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밀착되게 접

합면을 조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험체에는

GP1NP와 같이 초기에 관통볼트에 작용한 긴장력이 접

촉면에 효과를 주고 있으나 접촉면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불규칙한 갭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

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치해석 결과

GP1NP의 경우에 대하여 각 부위의 응력 및 변형률을

분석하였다. Fig. 7과 같이 강재 부위에서는 Von Mises

응력의 분포를 도시하고, 각 부분별로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점의 응력, 변형률과 보 단부의 변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RBS 부분의 플랜지와 웨브에서 응

력이 집중되었고 층간변위비 1.5%에서 RBS 부분의 플

랜지 상하부 모두 항복하여 종국에 플랜지가 파괴되었다.

기둥의 재료는 콘크리트로서 균열의 발생 및 방향으로

부재의 파괴 양상를 예측할 수 있다. Fig. 8 (a)와 (b)는

기둥의 단부평판이 덧대어진 부분의 주응력방향을 전면

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균열의 방향은 인장측

의 주응력의 방향과 직교하므로 주응력 방향의 분포를

보고 균열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기둥전면은 단부평

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상부에 수평의 균열이, 기둥측

면에서는 볼트 구멍을 중심으로 균열이 다수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둥에서 인장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한 두 지점의 응력을 분석한 결과 주응력은 콘크리

트의 인장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철골보

Fig. 6 Load-displ. relationship (computer simulation)

Fig. 7 Stress and strain from numerical analysis

Fig. 8 Tensile principal stress of the PC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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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괴된 실험 결과와 같이 콘크리트 기둥의 손상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초기 강성 영향 분석

3.3.1 접합부 형식

PCS 구조 시스템의 접합부는 PC 기둥의 판넬존, 단부

평판, 기둥과 단부평판 사이의 네오프랜 패드, 연결볼트

및 부재사이의 경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합부의 초

기 강성은 구성 부품의 각각의 강성과 조건에 영향을 받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7의 각 부품의 강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Table 8과 같이 단부평

판의 두께, 접촉면의 갭의 크기, 관통볼트의 피치, 긴장

력의 크기, 네오프렌 패드의 두께 등 다양한 변수 값에

대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통볼트의 긴장력

은 각각 내력의 22.5, 42.8, 67.7%에 해당하는 100, 190,

300 kN을 고려하였다. 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Table 8과 같이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40개의 접

합부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룹 0은 실험 조건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재현한 경

우로 I형의 갭을 모델링하였다. 그룹 1에서는 접합면의

제작오차를 최소화한 경우로 네오프랜 패드와 볼트 긴장

력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룹 2에서는 접합면

초기 변형의 형태에 따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초기

변형의 형태는 Fig. 5의 C형, V형, I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룹 3에서는 네오프랜 패드와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

한 습식 접합부로서 갭이 없는 경우 긴장력의 효과를 보

고자 하였다. 그룹 4, 5, 6은 단부평판의 강성을 증가시

키는 방법으로서 그룹 4는 단부평판의 두께를 증가한 경

우, 그룹 5는 볼트의 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룹 6은 단

부평판을 스티프너로 보강한 경우이다. 

3.3.2 해석 결과 분석

1) 하중-변위 관계

각 그룹별로 가력 하중과 변위관계와 항복강도에서 변

위를 각각 Fig. 9 및 Table 9에 나나냈다.

그룹 0에서는 갭의 영향으로 초기 미끌림이 발생하여

강성이 감소하였다. GP1, GP1P, GP1P3의 항복 변위는

각각 120, 98, 83 mm로 볼트의 긴장력의 크기에 비례하

여 초기 미끌림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볼트 조임

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접합부의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룹 1에서는 접합면의 제작오차를 최소화한 경우로

네오프랜 패드와 볼트 긴장력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GP1, GP1P, GP1P3에서 NP2, NP2P, NP2P3로 네오

프랜 패드의 두께가 증가하여 15~25 mm의 변위가 증가

됐다. 네오프랜 패드의 두께가 증가하면 볼트에 긴장력

이 가해지더라도 강성이 감소하므로 패드의 두께를 최소

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룹 2에서는 C형의 경우 GP1, GP1P, GP1P3에 비해

항복변위가 39~48 mm로 증가하여 강성이 크게 감소하

였다. 그룹 0에서 해석한 I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력 후

단부평판의 하부가 기둥면과 맞닿을 때까지 강체운동을

하게 되어 변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단부평판의 상하 단부에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대서

단부평판과 기둥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안한 V형 접합

면에서는 긴장력을 가하면 갭이 없는 경우에 가까운 강

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룹 3에서는 갭의 제거와 더불어 볼트 긴장력의 크기

에 비례하여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룹 4, 5, 6에서는 단부평판의 두께 증가한 경우는강

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다. 그러나 볼트 간격 조절과

스티프너 보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초기 강성 분석

초기 강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그룹별

주요 영향 인자에 대하여 관통볼트의 긴장력과 해석모델

의 상대강성을 Fig. 10에 도시하였다. 상대강성으로 사용

된 보회전각은 공칭항복하중이 작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

단부의 변위를 보 길이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경우 관통볼트 긴장력이 증가하면 접합부의 강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으로 볼트 긴장력의 크

기가 증가하면서 보회전각이 0.004 rad에 접근해가는 것

을 발견했다. 이는 볼트 긴장력에 의해 경계면이 밀착되

고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어 접합면의 회전강성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긴장력이 300 kN 이

상이 되면 접합면의 강성을 감소시킨 네오프렌 패드의

유연성, 갭 등 불리한 인자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2에서는 단부평판 초기 변

형이 있을 경우 볼트 긴장력이 증가하더라도 초기 강성

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접합부 강성 평가

보-기둥 접합부의 강성 성능 평가를 위하여 Bjorhovde
13,14)

와 Eurocode 3
15)
에 의한 접합부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모두 접합부에 작용한 모멘트 M과

보의 소성 모멘트 Mp에 대한 비율을 접합부의 회전각 θ와

단순보의 단부 소성 회전각 θp에 대한 비율로 나타냄으

로써 강도와 변형을 무차원화 한 것이다. 

접합부의 회전각 θ는 식 (3)에 컴퓨터 해석 결과를 사

Table 7 Influential factor for joint stiffeness

Parts of joints Variables

End-plate

Thickness

Initial imperfection

Stiffener

20 mm / 30 mm / 40 mm

gap 0 mm / 1 mm

stiffened/not stiffened

Bolt
Pitch of the blots

Pretention

50 mm / 8 mm

0 kN / 100 kN / 190 kN / 300 kN

Neoprene pad Thickness 2 mm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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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하였다.

(1)

(2)

(3)

m
M

Mp

-------    θ,
θ

θp

-----= =

θp

Mp Lb×

EIb

-----------------=

θ θjoint θpanel θbolt θendplate+ + θtotal θcolumn θbeam––= = =

Table 8 Joint types for computer simulation

Joint type
End-plate Bolt Pad Friction coefficient

Stiffner
Thk. Gap Shape PS Pitch Thk. BC BE NE CE

Group

0

GP1 30 1 I 0 80 0 0.1 1 -

GP1P 30 1 I 190 80 0 0.1 1 -

GP1P3 30 1 I 300 80 0 0.1 1 -

GP1N 30 1 I 0 80 2 0.1 1 -

GP1NP 30 1 I 190 80 2 0.1 1 -

GP1NP3 30 1 I 300 80 2 0.1 1 -

Group

1

NP2 30 0 - 0 80 2 0.1 1 -

NP2P 30 0 - 190 80 2 0.1 1 -

NP2P3 30 0 - 300 80 2 0.1 1 -

NP10 30 0 - 0 80 10 0.1 1 -

NP10P 30 0 - 190 80 10 0.1 1 -

NP10P3 30 0 - 300 80 10 0.1 1 -

Group

2

EPC 30 1 C 0 80 2 0.1 1 -

EPCP 30 1 C 190 80 2 0.1 1 -

EPCP3 30 1 C 300 80 2 0.1 1 -

EPV 30 1 V 0 80 2 0.1 1 -

EPVP 30 1 V 190 80 2 0.1 1 -

EPVP3 30 1 V 300 80 2 0.1 1 -

Group

3

PTS0 30 0 - 0 80 0 0.1 1 -

PTS100 30 0 - 100 80 0 0.1 1 -

PTS190 30 0 - 190 80 0 0.1 1 -

PTS300 30 0 - 300 80 0 0.1 1 -

Group

4

EP20 20 0 - 0 80 0 0.1 1 -

EP40 40 0 - 0 80 0 0.1 1 -

EP40NG 40 1 I 0 80 2 0.1 1 -

EP40G 40 1 I 0 80 0 0.1 1 -

EP40PG 40 1 I 190 80 0 0.1 1 -

EP40P3G 40 1 I 300 80 0 0.1 1 -

Group

5

BT50N 30 0 - 0 50 2 0.1 1 -

BT50NP 30 0 - 190 50 2 0.1 1 -

BT50NP3 30 0 - 300 50 2 0.1 1 -

BT50NG 30 1 I 0 50 2 0.1 1 -

BT50NPG 30 1 I 190 50 2 0.1 1 -

BT50NP3G 30 1 I 300 50 2 0.1 1 -

Group

6

STFN 30 0 - 0 80 2 0.1 1 O

STFNP 30 0 - 190 80 2 0.1 1 O

STFNP3 30 0 - 300 80 2 0.1 1 O

STFNG 30 1 I 0 80 2 0.1 1 O

STFNPG 30 1 I 190 80 2 0.1 1 O

STFNP3G 30 1 I 300 80 2 0.1 1 O

*B : Bolt, E : End-plate, N : Nut, C : Column

*Group 0 : models with initial deformation of end plates, Group 4 : models with thick end plates

 Group 1 : prototype modes similar to the experimented, Group 5 : models with different thru-bolt spacings

 Group 2 : models with initial deformation of end plates, Group 6 : models with stiffened end plates 

 Group 3 : models without gaps between beam-column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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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splacement of yield point

Displacement (mm (%))

Group 0

GP1 GP1P GP1P3 GP1N GP1NP GP1NP3

11.4 9.3 7.9 12.5 9.5 7.9

(120) (98) (83) (132) (100) (83)

Group 1

NP2 NP2P NP2P3 NP10 NP10P NP10P3

9 7.1 6.5 12 9.3 7.5

(95) (75) (68) (126) (98) (79)

Group 2

EPC EPCP EPCP3 EPV EPVP EPVP3

15.1 13.4 12.4 8.2 6.0 6.27

(159) (141) (131) (86) (66) (63)

Group 3

PTS0 PTS100 PTS190 PTS300

7.6 6.5 6.1 5.7

(80) (68) (64) (60)

Group 4

EP20 EP40 EP40NG EP40G EP40PG EP40P3G

10.4 7.1 11.7 10.4 9 7.1

(109) (75) (123) (109) (95) (75)

Group 5

BT50 BT50N BT50NP BT50NP3 BT50NG BT50NPG BT50NP3G

7.1 8.2 6.6 6.3 11.4 8.6 6.8

(75) (86) (69) (66)  (120) (91) (72)

Group 6

STFN STFNP STFNP3 STFNG STFNPG STFNP3G

7.4 6.3 5.8 11.2 8.3 6.8

(78) (66) (61) (118) (87) (72)

Fig. 9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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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continued)

Fig. 10 Stiffening effect of pre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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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orhovde와 Eurocode 3의 기준을 바탕으로 접합부의

단부회전각을 Fig. 11에 도시하였고 각각의 기준에 의하

여 강성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0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Bjorhovde에 비해 Eurocode 3의 평가 기준

이 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jorhovde 기준에 의

하면 대부분의 경우 300 kN 크기로 관통볼트를 긴장하

면 강접합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Eurocode 3의 기준에 의하면 관통볼트를 300 kN

정도로 긴장할 뿐만 아니라, 갭의 크기를 최소화 해야만

강접합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식공법의 요소기술인 네오프랜 패드를 채운 접합면

에서 갭을 제거한 경우인 그룹 1은 모두 Bjorhovde의 기

준에 의해 강절점으로 분류되었으나 Eurocode 3의 기준

에는 반강접으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단부평판의 초기 변

형에 의해 존재하는 갭이 건식접합부의 강성을 저하시키

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로 단부

평판의 초기 변형에 의한 갭을 최소화하고 볼트에 긴장

력을 가해주면 Eurocode 3의 기준에 의해서도 강절점으

Mp : 보의 소성 모멘트

M : 접합부 작용 모멘트

θp : 단순보 기준 단부 소성 회전각

θ : 접합부에 의한 회전각

θpanel : 패널 존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회전각

θbolt : 관통형 볼트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회전

θendplate : 단부 평판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회전각

θcolumn : PC 기둥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회전각

θbeam : 철골 보에 의한 접합부에서의 회전각

Fig. 11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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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 접합부 성능 개선 방향

접합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고려하였다. 무수축 모르타르나 에폭시 채움

재를 써서 갭을 제거하는 습식공법 (A), 네오프랜 패드

를 사용하고 평판의 제작 오차를 최소화한 건식공법 (B),

상하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끼워 초기 변형에 의한 갭

을 최소화 하는 건식공법 (C), 단부 평판을 스티프너로

보강하여 강성을 키우는 건식공법 (D)이다. 이러한 공법

이 접합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Fig. 12

에 도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습식공법 (A)의 경우가

초기 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건식공법에서는 어느 정도 제작 오차는 피할 수

없기에 접합면의 갭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

들다. 그러므로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사용하여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식공법 (B), (C)가 현실성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11은 습식공법 (A)으로 볼트에 300 kN의 긴장력

을 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각 공법별로 보회전각의 비율

을 나타내고 있다. 300 kN 이상의 긴장력이 가해지면 건

식공법 (C)과 (D)의 강성이 습식공법 (A)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접합부 초기 강성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볼트의 긴장력을 볼트 내력의 65% 정도 증

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끼워 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PCS 구조 시스템의 접합부 성능을 평가하

고, 접합부 성능 향상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

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구축하고 접합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절하여 접합부의 성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BAQUS를 사용하여 실험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볼트에 긴장력을 가하고 단부평판과 기둥사이에 평

균 간격 1 mm의 갭이 존재하는 모델로 초기 강성

Table 10 Jiont rigidity

Joint type Bjorhovde Eurocode3

Group0

GP1 Semi Semi

GP1P Semi Semi

GP1P3 Rigid Semi

GP1N Semi Semi

GP1NP Semi Semi

GP1NP3 Rigid Semi

Group1

NP2 Rigid Semi

NP2P Rigid Semi

NP2P3 Rigid Semi

NP10 Rigid Semi

NP10P Rigid Semi

NP10P3 Rigid Semi

Group2

EPC Semi Semi

EPCP Semi Semi

EPCP3 Semi Semi

EPV Rigid Semi

EPVP Rigid Rigid

EPVP3 Rigid Rigid

Group3

PTS0 Rigid Semi

PTS100 Rigid Rigid

PTS190 Rigid Rigid

PTS300 Rigid Rigid

Group4

EP20 Rigid Semi

EP40 Semi Semi

EP40NG Semi Semi

EP40G Semi Semi

EP40PG Semi Semi

EP40P3G Rigid Semi

Group5

BT50N Rigid Semi

BT50NP Rigid Semi

BT50NP3 Rigid Rigid

BT50NG Semi Semi

BT50NPG Rigid Semi

BT50NP3G Rigid Semi

Group6

STFN Rigid Semi

STFNP Rigid Rigid

STFNP3 Rigid Rigid

STFNG Semi Semi

STFNPG Rigid Semi

STFNP3G Rigid Semi

Table 11 Beam rotation

Construction

Method

Pretention (kN)

0 190 300

Wet (A) 1.33 1.07 1.00

Dry (B) 1.58 1.25 1.14

Dry (C) 1.44 1.10 1.05

Dry (D) 1.30 1.11 1.02

Fig. 12 Beam rotation-pretention relationship (each constr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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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도성능이 실험 결과와 유사한 하중-변위관계를

구현하였으며, 근접한 파괴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PCS 구조 시스템의 초기 강성은 접합부의 구성 요

소인 채움 물질의 강성, 연결볼트의 간격 및 긴장

력, 단부평판의 강성에 고르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부평판과 기둥 사이에 발생하는 갭

으로 인해 강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항복강

도 시 보회전각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볼트의

초기긴장력의 크기가 커지면서 보회전각 0.004rad에

접근해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볼트에 긴장

력을 가해주면 갭이나 네오프랜 패드의 두께에 따

른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접합부 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볼트의 긴장력을

증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끼워 접합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임을 해석적으로 구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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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CS 구조 시스템은 공장 제작 콘크리트 기둥과 휨, 전단성능에 유리한 철골보를 접합한 복합구조의 일종이

다. 접합부는 기둥을 관통하는 볼트를 사용하여 단부평판 접합하게 된다. 따라서 건식공법이 가능하여 작업환경이 양호

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해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PCS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분석한 결과 강

도, 강성, 에너지소산 능력은 ACI 기준에 만족하였으나, 초기 강성의 경우 실험체 모두 ACI 기준에 부족하였다. 초기

강성이 저하된 요인을 조사하여 접합부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ABAQUS를 사용하여 네오프랜 패드의 유무와 두께, 단부평판과 기둥의 접촉면 형상, 볼트 긴장력의 크기, 단부평판의

강성 등과 같이 접합부 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둥과 단부평판 사이의 초기 변형

이나 네오프랜과 같은 채움재와 단부평판의 낮은 강성이 초기 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합부 성능을 개

선하는 방안으로 볼트간격을 조정하거나 스티프너로 보강하여 단부평판의 강성을 높이는 방법도 효과가 있었으나, 볼

트의 긴장력을 증가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단부평판의 상하부에 분리형 네오프랜 패드를 끼워 갭의 영향을 최

소화하는 방법도 꽤 우수하였다. 

핵심용어 : PCS 구조 시스템, 접합부 강성, 초기 강성, 초기 변형, 볼트 긴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