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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횡하중을 받는 유공 PC 기둥 접합부의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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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workability in erecting Precast Concrete (PC) members and enhance the seismic resistance

capacity of the joints in PC moment frames, a new PC column and its construction proces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This column

is manufactured by centrifugal force in keeping the hollow tube inside; the hollow is little bit wide and the grout can be poured

from top to bottom after erection at site so that more compact grouting is possible in horizontal joint. The repeated cyclic loading

test for four full scaled specimen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eismic resistance capacity of the joint designed by the proposed

system. For the continuity of main reinforcements in column, two connecting methods are used in designing specimens; one is to

use mechanical connector and other is lab splice. From the cyclic lateral loading test, it was found that the seismic capacity of the

developed PC column joint is comparable to that of monolithic joint. 

Keywords : hollow PC column, PC moment resistant frame, mechanical device, hysteretic behavior, seismic performance

1. 서 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C 부재는 속이 꽉 찬

단면으로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며, 현장 작업 시 고용량

의 양중장비가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붕괴 시 연속붕

괴로 이어져 많은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단점이

결과적으로 PC공법의 보급과 시공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일정한 강성을 가지면서

연성거동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

리트 골조 구조의 경우에는 설계시 접합부의 고정도를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1)

PC 구조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PC 부재와 PC 부재가

연결되는 접합부에서의 연속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

어 그 적용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모멘트 접합이 가능한 PC 접합부 상세

개발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6)

 그 결과를

근거로 강진지역에서도 PC 구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골조 형식의 건물인 경우 기둥과 기둥의 연속

은 커플러와 스플라이스 슬리브 등과 같은 기계적 연결

장치로 연결하고, 보와 기둥의 연결은 가장 단순한 형태

의 연결 방법을 적용하여 접합부에서의 균열이나 비선형

거동을 허용하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성설계는 일체식에 비하여 성능의 측면에서 아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공성과 접합부의 고정도를 높

이고 그 거동이 일체식 구조와 유사한 PC 시스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재운반시의 경량화와 접합

부 충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공 PC 부재 및 시공프

로세스를 개발하고 그 구조적 성능을 실험 연구를 통하

여 평가하고자 한다.

2. 고성능 중공관 PC 기둥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PC 구조가 갖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PC 부재를 경량화하면서 접합부의 고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PC 기둥을 부분 (half) PC 형태의 기둥 내

부가 비어있는 중공관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 제조 방법

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흄관 제조 공정을 활용하였고 이

에 따라 제조된 PC 기둥을 중공형 프리캐스트 철근콘크

리트 기둥 (hollow precast concrete column, 이하 HPCC

라 칭함)이라 칭하였다. 흄관 제조 공정의 원심력을 활용

하여 HPCC 부재를 생산하게 되므로 고강도의 기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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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가 가능해지고, 부재 내부에 유공을 둘 수 있어

부분 PC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공을 활용하여

상·하층 기둥 부재와의 일체적인 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기존 PC 부재가 가지고 있는 접합부 강도, 방수성,

소음 등 사용성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유공 기둥의 경우 다양한 형상의 띠철근배

근이 어려운 반면, 본 HPCC공법은 Fig. 1과 같이 여러 형

태의 띠철근 배근이 가능하여 구조 부재에서 거푸집 대

용의 피복 부재로 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2는 HPCC 부재의 제조 공정을 나타낸다.

3. 실 험

3.1 실험체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서 고려된 대상 건축물은 지상 10층의 오피

스빌딩으로 1층 층고는 4.5 m, 그 외 상부층의 층고는 4 m,

보의 길이 7.6 m인 구조물로서 실험체는 대상 구조물의 1

층 기둥을 약 2/3 축소모델로 계획하였다.

실험체는 Fig. 4와 같이 기둥의 중앙에서 반곡점이 발

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최하층 기둥의 응력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캔틸레버 기둥으로 모델링하고, 일정 축력과 지

진하중을 받는 부재로 이상화 하였다. 부재설계는 지진과

같은 횡하중에 대한 이력거동을 평가하고자 ACI 318-05
8)

특별지진규정을 만족하도록 횡보강근을 배근하였다. 그리

고 HPCC 부재의 주철근 이음은 국내 부원 BMS에서 생

산되는 기계적 연결이음인 유니버셜 커플러를 사용하였다. 

실험체의 횡보강근 배근 형태는 Fig. 1 (a)와 같이 grid

type이며, 중공관의 유공비는 48% (내부 유공 직경 350 mm)

이다. 실험체에서 고려하는 주요 실험변수는 주근의 연결

이음 방법으로서, 1) 기계적 연결이음, 2) 겹침이음이다.

실험 변수를 토대로 구성한 실험체 일람은 Table 1과 같다.

Fig. 3은 겹침이음이 있는 두 개 실험체에 대하여 겹침

이음이 있는 철근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실험체의 상세를 나타낸 것으로서, 모든 실험

체에 대하여 기둥단면은 450 × 450 mm, 가력점에서 지지

점까지의 거리 1,600 mm로 동일하게 계획하였으며, 접합

부의 현장타설 높이는 150 mm로 유니버셜 커플러 시공

이 가능한 높이로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띠철근의 배근간

격은 소성힌지구간에서는 D10을 75 mm으로 하고, 그 외

구간에서는 90 mm로 하였다. 

주근의 일부를 유공관 내부에서 이음으로 처리한 주근

의 이음길이는 해석 결과에 따라 압축력을 받는 이음길

이와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길이로 적용 가능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HPCC 부재는 연성 모멘트 골조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길이로 설계하였다.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9)
에 따르면 인장력을 받는 이

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고 A급 이

음인 경우에는 1.0 ld 이상, B급 이음인 경우에는 1.3 ld이

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300 m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d는 식 (1)에 따라 산정한다. 식 (1)에 의

한 계산 결과 주근의 이음길이는 300 mm 이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300 mm로 하였다. 

(1)ld

fy Ab

53 fc′

----------------MPa, mm 0.058db fy≥=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HPCC

Fig. 1 Available cross-tie for HPCC

Fig. 3 Lap splic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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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y =철근의 항복강도, Ab =주근의 단면적, fc' =콘

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체의 제작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공장에서 원

심력 HPCC 부재를 생산하는 단계와 생산된 HPCC 내부

에 그라우팅하여 HPCC를 조립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주철근과 횡보강근을 설계기준에 맞게 배

근한 후 미리 제작된 원심 몰드에 삽입한 후, 중공관의

비율에 따라 일정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타설이

완료되면 약 700 RPM에서 1시간 정도 HPCC 부재를 원

심성형한 후, 이를 증기양생실로 곧 바로 운반하여 약 4

시간 정도 양생하게 되면 HPCC 기둥이 생산되게 된다.

이때 반드시 주철근은 연결재의 종류에 따라 단부가 가

공이 되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은 유니

버셜 커플러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철근 양단부에 나사산

을 50 mm 정도 선가공하여 배근하였다. 

1단계 공장에서 HPCC 기둥 제작이 완료되면, 실험실로

운반하여 HPCC 부재를 지지하게 될 1,200 × 1,200 × 500 mm

의 기초에 노출된 주철근에 유니버셜 커플러로 연결하거

나 겹이음하게 된다. 기초는 횡하중에 의한 움직임을 방

지하기 위해 직경 50 mm의 PVC 파이프 4개를 1,000 mm

간격의 정방형으로 매립하고 양면을 2,000 kN의 스크류잭

4개로 지지하였다. 주근이음이 완료되면 내수합판을 활용

하여 이음부에 중공관 내부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

록 거푸집를 설치하게 되며, 기둥의 한면은 타설 시 콘크

리트가 중공관 내에 충분이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께 5 mm 아크릴판으로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 40 MPa의 레미콘을 중공관에 채워

넣어 실험체를 완성하였다.

HPCC 기둥 제작시 증기양생된 콘크리트 부재의 압축

강도는 평균 83 MPa의 고강도를 보였으며, 탄성계수는

36,237 MPa이다. 반면에 실험체 조립에 사용한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강도는 40 MPa이고 탄성계수는

30,266 MPa이다. 

철근에 대한 재료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으며, 커플러로 연결된 철근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 결과

모두 철근에서 파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

은 Table 2의 인장강도 시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5의 유니버셜 커플러는 상하 주근의 이음시 소정

의 각도 오차를 허용하는 기계적 연결 장치로서 그 허용

범위는 전체 각도에 대하여 16
o
의 오차이다. 

3.2 실험체 설치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전 과정은 ACI Innovation Task Group
10)
에서

제안한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구조 실험에 관한 허용기준

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에 작용하는 반복하중

가력은 1,000 kN 용량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축

력은 통상 중층 건물의 최하층에 작용하는 최대응력의 수

준인 0.1Agfck의 일정축력을 가력하였다. Fig. 6은 실험체

가력 상황을 나타낸다. 

반복 횡하중을 받는 골조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

험체에 작용하는 축력의 변화가 없도록 하중제어를 하면

Table 1 Test specimen

Name Main rebar Stirrup (mm) Column type Ratio of hollow core (%) Method of splice* (%)

Prototype-NS

16-D16

(SD400)

75 RC 0 LS100

HPCC-MD100 75 HPCC 48 MD100

HPCC-MD50-LS50 75 HPCC 48 MD50 + LS50

HPCC-MD25-LS75 75 HPCC 48 MD25 + LS75

*Notation; G (grid type), MD (mechanical device), LS (lap splice) 

Fig. 4 Detail of specimen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reinforcements

Type
Es(× 10

5
)

(MPa)

Fy

(MPa)

εy

(×10
-6
)

Fu

(MPa)

εl

(%)

D16

(SD400)

2.13 429 5288 690 17.45

2.11 418 4450 640 18.22

D10

(SD400)

1.97 434 4988 672 17.90

1.91 425 4890 630 19.02

D16 (SD400)

Coupled bar

2.05 427 5188 655 19.39

1.97 408 5209 638 18.25

Fig. 5 Universal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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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0 kN 액추에이터에 의해 서로 반대로 정(+), 부(-)

의 반복 횡하중을 정해진 변위이력에 따라 각 단계별로

3사이클씩 점증하였다. 단계별 변위이력은 ACI에서 권장

하는 하중이력
10)
에 따라 이전 변위각의 5/4 이상, 최대 3/

2를 넘지 않도록 최초 변위각 0.1%에서 시작하여 최대 변

위각 5%까지 가력하도록 계획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비교 분석

4.1 파괴 모드

현장타설된 기준 실험체는 변위각 0.2%의 두번째 사이

클 부가력 시 기둥과 기초 경계에서 첫 균열이 발생되었

으며, 변위각 0.56%, 첫번째 부가력 시 Fig. 6의 우측 그

림에서 N면의 0.5~1.0D 구간에서 기둥 모서리에 발생된

휨균열이 중앙으로 진전하면서 전단균열로 발달하였다.

변위각 1.11%에서는 S면 2D 이하 구간에 발생된 거의 모

든 기둥모서리 휨균열은 전단균열로 진전되었다. 변위각

2%에서 E면의 휨균열은 0.5D 이하 구간에서 균열폭

1.5 mm 정도의 큰 휨균열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변위각

2.8%에서 첫번째 사이클 부가력 시 기둥의 하단부 SE 모

서리에서 콘크리트가 조금씩 박리되기 시작했고, 변위각

3.5%에서 큰 덩어리의 피복이 실험체 하부 WN 모서리에

서 떨어졌다. 이후 W, E면의 0.5D 이하 구간에서 피복 콘

크리트가 상당히 박리되면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주철근의 50%를 유니버셜 커플러로 이음하고 나머지

50%는 겹침이음한 HPCC-MD50-LS50 실험체는 변위각

0.2%의 첫번째 사이클 정가력 시 기둥과 스터브의 경계면

에서 첫 휨균열이 발생되었으며, 변위각 1.11% (∆ = 17.8 mm)

첫번째 정가력 시 W면 1.5~2.0D 구간에 발생된 휨균열이

N, S면으로 진전되면서 전단균열로 발전하였다. 변위각

2% 두번째 정가력시 접합구간 WN면에 발생된 휨균열이

균열폭 5 mm까지 도달하면서 실험체는 휨파괴 되었다.

변위각 2.8% 정가력시 접합부 구간에서 “딱” 소리와 함

께 주철근을 이음한 유니버셜 커플러가 빠지면서 이력루

프에서 핀칭 (pinching)현상이 나타났다. 변위각 3.5% 첫

번째 정가력시 접합구간의 피복 콘크리트가 거의 모두 떨

어져 나와 커플러가 모두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최대 가

력 변위각 5% 첫번째 부가력 시 2개의 주근이 좌굴되면

서 코어 콘크리트 일부와 1차 공장 제작한 HPCC 부재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왔다. 마지막 사이클에서 모서

리 주근 1개가 커플러 위에서 파단되면서 실험은 종료되

었다. 

주철근을 모두 기계적 이음으로 배근한 HPCC-MD100

실험체는 변위각 0.29% 첫번째 정가력 시 커플러 접합 구

간에서 W면과 S면에 2개의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변위각 1%에서 W, S면에서 서로 연결된 휨균열이 1.0~1.5D

구간에서 추가 발생되었으며, 부가력 시 S면 0.5~1.0D 구

간에서 초기 전단균열이 발생되었다. 변위각 2.8% 첫 번

째 정가력 시 커플러가 빠진 후 하중이 감소되면서 접합

구간에 발생한 휨균열은 균열 폭 5 mm까지 확대되었다.

변위각 3.5%에서 접합 구간에서 균열 폭이 9 mm 정도로

확대되면서 모서리 피복 콘크리트가 큰 덩어리로 떨어져

Fig. 6 Experimental setup

Fig. 7 Progression of typic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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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커플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변위각

5%에서는 W, E면의 주근들이 좌굴되면서 접합부의 피복

콘크리트가 완전히 박리되었으며 코어 콘크리트가 일부

흘려 나오면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모든 실험체의 파괴 진행 상황은 유사하였으며 그 양

상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Fig. 8은 실험체 최종 파

괴 시 접합부에서 발생되는 주근의 뽑힘과 좌굴을 보여

주고 있다.

4.2 이력거동 특성

HPCC 부재의 이력거동에 관한 실험 결과, 대부분의 실

험체는 변위각 1.5% (∆ = 24.6 mm)에서 항복하였으며, 변

위각 2% (∆ = 32 mm)에서 최대하중에 도달하였다. 최대

하중 도달 이후 주근 커플러 이탈 여부에 따라 내력 저

하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났다. 주철근을 100% 커플러로

연결한 HPCC-MD100 실험체의 경우 부가력 시에는 기준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이력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가력 시 초기강성은 기준 실험체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변위각 2.8%에서 커플러가 탈락하면서 이력루프가 찌그

러드는 핀칭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주철근 이음을 기계적

이음과 겹이음으로 한 HPCC-MD25-LS75 실험체의 경우

는 주철근 이음인 커플러가 조기에 탈락하면서 최대하중

이후 급속히 내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근의 50%를 기둥 중공관 내로 겹이음 형태로

연결한 HPCC-MD50-LS50 실험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계적이음이 많은 실험체보다 우수한 거동을 보였다. 이

는 기계적이음으로 연결되는 주근의 개수가 많을 경우,

철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굵은 커플러에 의해 콘크리트

의 충전성이 저하되지만, 주근의 50%만을 기계적 이음으

로 처리할 경우, 접합부 내의 충전성이 높아지게 되어 기

계이음된 주근이 충분히 응력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기둥의 중공관 내부에 이음된 주근의 정착성능도 양

호하여 안정된 이력 특성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HPCC-MD50-LS50 실험체가 일체식인 RC 실험

체 보다도 오히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증

기양생에 의해 PC 부재의 콘크리트 강도가 2배 정도 높

고 접합부 내 콘크리트의 충전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철

근의 충분한 소성변형이 유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s. 9~12에는 실험체별 하중-변위 곡선, Table 3에는

최대 및 항복시의 내력과 변위, 그리고 Fig. 13에는 모든

실험체에 대한 포락곡선을 나타내었다. 포락곡선에서 보

여주듯이 초기 하중 증가구간에서 습식 공법에 의해 제

작된 부재와 유사한 기울기와 최대하중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공법에서 제안한 HPCC 기둥을 사용한 접합의 경우

기존 PC 부재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하중 증가 구간에서

Fig. 8 Failure pattern in joint

Fig. 9 Load-versus-displacement hysteretic curves (prototype-NS) 

Fig. 10 Load-versus-displacement hysteretic curves (HPCC-

M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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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강성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으로 판단되어 진다. 하지만 최대하중 이후 일부 부재

에서 커플러가 탈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나 시공 시 주의

가 요구된다.

4.3 겹이음 주근의 변형률

Fig. 14는 Prototype-NS 실험체와 주근의 50%를 겹이음

한 HPCC-MS50+LS50 실험체의 겹이음된 주근의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HPCC 실험체의 유

공관내로 겹이음된 주근이 충분히 정착되어 RC 실험체

와 대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HPCC 기둥의 유공관이 접합

부의 충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근의 겹이음을 유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연성 및 에너지소산 성능의 평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위 연성도는 일반적으로 식 (2)

와 같이 극한변위 (∆u)와 항복변위 (∆y)의 비율로 정의한

부재의 변위연성도 (displacement ductility, µ∆)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재 및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변위연성도를 산정하기 위한

항복상태의 기준은 Fig. 15에 나타낸 것과 같은 Priestley

등
11)
이 제안한 방법을 기준으로 항복상태를 정의하였다.

극한상태의 정의는 심부구속철근이 충분히 배근되어 있

는 경우 콘크리트 변형률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한 상태 또

는 축방향 철근의 파단 상태를 극한 상태로 정의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변형률이 Mander 등
12)
이

제안한 식 (3)의 변형률에 도달한 상태를 극한상태에 정

의하였다.

(2)

여기서 ρs는 전단보강근비, fyh는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

(MPa), fcc'는 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극한변위 (∆u)와 항복변위 (∆y)의 비율로 정의한 부재의

변위연성도 평가 결과, Fig.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부재인 Prototype-NS 실험체는 정가력 시

3.78, 부가력 시 4.30으로 나타났으며, HPCC 부재 중 주

µ
∆

∆u

∆y

------=

εcu 0.004
1.4ρs fyhεsu

fcc′
----------------------------+=

Fig. 11 Load-versus-displacement hysteretic curves (HPCC-

MD50-LS50)

Fig. 12 Load-versus-displacement hysteretic curves (HPCC-

MD25-LS75)

Table 3 Test results

Specimen

Pmax Py

Load
(kN)

Dis.
(mm)

Load
(kN)

Dis.
(mm)

Prototype
(+) 234.1 31.90 210.4 21.10

(-) 214.8 32.10 180.2 18.60

HPCC-M100
(+) 213.2 32.20 166.5 17.42

(-) 239 44.90 219.2 23.15

HPCC-M50-LS50
(+) 222.3 32.10 190.1 13.84

(-) 218.6 32.10 178.3 14.59

HPCC-M25-LS75
(+) 223.7 24.20 202.7 17.60

(-) 207.3 29.40 187.5 16.40

Fig. 13 Enveloped curve of overal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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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1/2를 기계적 이음하고 나머지 1/2은 겹침이음한

실험체는 정 가력 시 4.29, 부가력 시 5.51로 조사되어 기

존 철근콘크리트 부재보다 연성비가 최대 28%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철근의 모두를 기계적 이음한 실험체도

부가력 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정가력 시는 21%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은 각 실험체별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

한 방법으로 누적 에너지소산 능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에너지소산 능력은 하중-변위관계서 최대하중 이후 최대

내력의 75%까지 내력이 저하된 사이클 (부재의 파괴시점

으로 정의)까지의 누적 에너지로 평가하였다. 변위각 1.5%

(9사이클)에서의 누적 에너지소산 능력은 모든 HPCC 부

재가 기준 실험체보다 최대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위각 3.5% (12사이클)에서의 누적 에너지 소산 능력도

기준 실허체와 비교하여 1% 내외에서 높거나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주철근이음을 모두 기계적이음으로 할

경우, 이음의 탈락 이후 에너지소산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본 실험에서 적용한 기계적이음과 겹침이음을 혼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변위각 5.5% (13사이클)에서도 이음이 탈락되지 않은

HPCC-M50-LS50 실험체의 경우 기준 실험체보다 높은 에

너지소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HPCC 기둥 접합부는 습식공법과 동일한 내진성

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존의 PC 구조에 비하여 접합부 콘크리트 충전성

이 매우 우수함.

2) 증기양생된 유공 PC 부재의 콘크리트 강도가 증기

양생 효과에 의해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됨으로서, 압축 측 내력 상승이 유도되고,

이 영향으로 인하여 동일 곡률에 대하여 인장측 철

근의 소성변형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연성도와 에

너지소산 성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3) 유공 PC 부재 내에 겹이음된 철근의 이음 성능이 우

수하여 철근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됨. 

Fig. 14 Strain curve of lab spliced bar

Fig. 15 Definition of displacement ductility parameter

Fig. 16 Comparison of displacement ductility

Fig. 17 Accumulate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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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단면 해석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둥부재의 이력거동을 예

측하기 위하여, 비선형 단면해석 프로그램 (XTRACT

V.3.0.8)
13)
을 이용하여 단면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서

피복 부분은 비구속 콘크리트로 모델링하고 구속 부분은

전단보강근비의 비율에 따라 Mander
12)

 모델로 콘크리트

구속 효과를 고려하였다. 

Fig. 18은 단면 해석 결과 나타난 횡력-변위관계 곡선으

로서, 이 그림은 모멘트-곡률관계로부터 환산하였다. 해석

결과 항복 내력은 200 kN이며, 최대횡력은 233 kN으로

서 Prototype-(NS)의 실험 결과와 좋은 대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1) HPCC 기둥 접합부의 이력거동에 관한 실험 결과,

대부분의 실험체는 변위각 1.5%에서 항복하였으며,

변위각 2%에서 최대하중에 도달하였다. 또한 초기

강성 및 최대내력에 있어 HPCC가 현장제작 실험체

와 동등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진설계에 적용

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이와 같은 우수한 성능은 접합부 콘크리트에 대

한 높은 충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하중 이후 주철근의 연결 커플러가 이탈할 경

우 이력루프의 찌그러지는 핀칭현상이 나타나므로

커플러의 정확한 시공이 요구된다.

2) 연성 평가 결과, 현장타설한 기준 실험체보다 기계

적 이음과 겹이음을 혼용한 HPCC 실험체가 최대

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에너지 소산

능력에서도 변위각 1.5%에서는 모든 HPCC 부재가

기준 실험체보다 최대 18% 높게 나타났으며, 변위

각 3.5%에서도 1% 내외로 유사한 에너지소산 능력

을 나타내었다.

3) 본 연구의 HPCC 기둥을 활용하여 주근의 일부를 기

계이음장치 및 중공관내 겹이음으로 연결할 경우, 그

비율을 50 : 50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연결 방

식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접합부 내 콘크리트의

충전성이 양호해짐으로 인하여 철근보다 우수한 성

능을 보유하고 있는 커플러가 충분히 그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할 뿐만 아니라 중공관내 겹이음 주

근의 이음 성능도 우수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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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횡하중을 받는 유공 PC 기둥 접합부의 구조성능 평가│343

요 약 본 연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 시스템의 시공 성능 향상과 접합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새

로운 개념의 PC 기둥 부재와 시공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 PC 기둥은 원심력으로 제조되어 내부에 공간이 비워있는 중

공관 PC 부재로서, 이 기둥을 활용할 경우, 중공관을 통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동일한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안된 PC 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복가력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기둥 주철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적 이음과 겹침이음을 활용한 2가지 이음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PC 기둥의 띠철근 배근

형태를 고려하여 실물 크기의 4개 실험체를 계획·실험하였다. 반복 횡력 시험 결과, 제안된 HPCC 기둥을 활용할 경우,

현장타설 RC 시스템의 접합부 내진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중공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기둥, PC 모멘트 저항골조, 기계적 이음, 이력거동, 내진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