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1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2, No. 6, pp. 741~751, December, 2010

      DOI 10.4334/JKCI.2010.22.6.7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U형 쉘 공법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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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arthquake resistance of the beam-column connections as

a part of a precast concrete moment-resisting frame that uses precast concrete U-shaped shells for the beams. Five full-scale precast

concrete specimens and one conventional monolithic concrete specimen were tested under cyclic loading. The parameters for this

test were the reinforcement ratio, stirrup spacing, and end-strengthening details of the precast beam shell.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regardless of the test parameters, the precast concrete beam-column connections showed good load-carrying capacity and

deformation capacity, which were comparable to those of conventional monolithic concrete specimen. However, at large defor-

mations, the beam-column connections of the precast concrete specimens were subjected to severe strength degradation due to diag-

onal shear cracks and the bond-slip of re-bars at the joint region. For this reason, the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nd stiffness of

the precast concrete specimens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of the cast-in-place specimen.

Keywords : precast concrete, beam-column connection, energy dissipation, ductility, stiffness 

1. 서 론

국내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구조는 지하주차장, 창고형 건물 등에 적용되어 주로

수직하중을 받는 구조부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지진하중과 같은 횡력에 저항하는 주요 구조시스템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PC구조의 강성, 하중재하능력, 변형능력, 에너지소산능

력 등 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PC 보-기둥

접합부 상세가 개발되었다. 이들 PC접합부는 시공법에

따라 완전건식 및 반건식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C

기둥 및 보를 볼트접합, 용접접합, 프리스트레싱 등을 이

용하여 접합하는 완전건식접합부는 설치가 간편하여 공

기단축이 가능하지만, 특수 제작된 보조철물 및 관련 공

정으로 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등의 제작비용이 높아지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주기하중을 받을 경

우 보-기둥 접합부에서 미끄러짐이 크게 발생되어 강성

과 에너지소산능력이 크게 저하된다.
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U형 단면의 PC거푸집(PC 쉘)을

이용한 반건식 PC접합부가 개발되었다.
5,6)

 Fig. 1은 대표

적 반건식공법인 U형 PC쉘을 이용한 접합부를 보여준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공법은 PC쉘을 기둥에

거치한 후 쉘 내부에 별도의 전단 및 휨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접합부를 시공하므로, 일체화된

접합부의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PC쉘이 거푸집 역할과

함께 시공하중을 지지하므로, 공사가 간편하고 공기단축

이 가능하다.

Fig. 1(a)는 Park and Bull
5)
이 개발한 1층1절 기둥 시

공에 적합한 U형 쉘공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PC접합부

는 현장타설 보-기둥 접합부와 대등한 구조성능을 나타

내지만, 보 철근의 후크 정착은 다층1절 기둥 공법에 적

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기단축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Fig.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공법에서는 U형 PC쉘

과 현장에서 배근/타설되는 코어부(core beam)가 완전히

분리/시공되므로, PC쉘과 코어부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

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 평가시 PC

쉘을 제외한 코어부만 고려하며, 그 결과 보의 강성과

강도가 작아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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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등
6)
은 다층1절 기둥 공법을 위한 U형 PC쉘 접

합부를 개발하였다(Fig. 1(b)).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U형 PC쉘에 설치된 늑근이 코어부까지 연장되어 현장타

설되는 콘크리트에 정착되므로, PC쉘과 코어부의 일체

화된 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PC쉘과 코어부 사이의 미

끄러짐이 거의 없으며,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 평가를

위한 단면해석시 보의 전체 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층1절 PC기둥에 PC보를 연결하기 위해 보의 철근을

관통형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김승훈 등
6)
의 주기재하

실험에서는 보-기둥 이음부(beam-column joint)에 대각균

열이 관찰되었고 주기곡선에서는 핀칭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U형 PC쉘을 사용하는 코어 콘크리트

일체형 PC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

현장 타설 콘크리트 접합부와 비교를 통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반복재하 실험을 통하여 PC접합부의 비탄

성거동 및 파괴모드를 분석하고 구조거동을 역학적으로

구명하였으며, 하중재하능력, 변형능력, 에너지소산능력

등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실무설계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험 계획

U형 PC쉘을 이용한 보-기둥 내부접합부를 실물 크기

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PC쉘 접합부인 SP1~SP5와 현

장타설 콘크리트 접합부 CP 등 총 6개의 실험체를 제작

하였다. 모든 접합부는 보에서 휨 항복이 발생되도록 강

기둥-약보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Table 1은 각 실험체의 주요변수를 보여주고, Fig. 2(a)

는 기준 실험체인 SP1의 형상, 단면치수, 배근상세 등을

보여준다. 실험변수로서 PC접합부의 내진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부보강상세, 스터럽간격, 걸침길이, 철근비

등을 고려하여 접합부 실험체를 설계하였다. 십자형 실

험체의 기둥 상하지점간 거리와 보 좌우지점간 거리는

각각 2,700 mm, 4,762 mm이고, 기둥과 보의 단면크기는

각각 750 mm × 600 mm, 700 mm × 400 mm이다. 전반적으

로 철근상세는 중간모멘트 골조의 상세를 따랐다. U형

PC쉘에는 3D25 및 2D13 철근이 길이방향으로 배근되었

다(A-A section). 현장타설되는 PC쉘의 내부에는 4D32

철근을 2단으로 배치하였고, 상부에는 4D32 철근을 일

단으로 배근하였다. 보의 전단철근으로는 D13의 철근을

120 mm(= d1/4, Fig. 2(a))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PC기둥

위에 거치된 U형 PC쉘의 걸침길이(seated length)는 50 mm

이다(Fig. 2(a)).

Fig. 2(b)~(e)는 각각 SP2~SP5의 상세를 보여주는데, 기

둥과 보의 단면치수, 배근상세 등은 SP1과 동일하다. SP2

는 SP1과 동일한 접합부 상세를 갖지만, PC쉘과 기둥의

모서리에 보강철물(L-50 × 50 × 400, Fig. 2(b))을 설치하

여 PC부재 설치시 시공 오차에 의한 콘크리트 피복의

파괴로 보의 탈락 위험성을 줄이고 반복거동으로 인한

콘크리트 피복 조기탈락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SP3는 PC

보와 기둥 모서리에 보강철물을 설치하였고, 보의 유효춤

은 d2 = 644 mm로 가정하여 보의 전단철근 간격을 160 mm

Fig. 1 Precast concrete beam-column connections with U-shell

Table 1 Properties of test specimens

Specimens

Beam reinforcement PC U-shell Connection

Top bars (ρ
1)
,%) Bottom bars (ρ

2)
,%) Stirrups (ρv, %)

Seated 

length

End

strengthening
3) hc / db Shear strength

4)
(kN)

SP1

SP2

SP3

SP4

SP5

 4D32(1.23)

 4D32(1.23)

 4D32(1.23)

 4D32(1.23)

 4D35(1.49)

 4D32(1.66)

 4D32(1.66)

 4D32(1.66)

 4D32(1.66)

 4D35(1.99)

D13@120 mm

(0.30)

50 mm

50 mm

50 mm

65 mm

50 mm

×

○

○

×

○

20.3

20.3

20.3

19.4

18.6

2768.7

2768.7

2768.7

2768.7

2768.7

CP 4D32(1.23) 2D25 and 2D29(0.89) D13@160 mm (0.22) - - 23.4 3194.7

 1)ρ = As / bd2, 2)ρ = As / bd1, 3)L-50 × 50 × 400, 4)KC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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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4)로 증가시켰다(Fig. 2(c)). SP4는 PC쉘과 기둥 모

서리에서 보강철물을 없애는 대신 PC쉘의 걸침길이를

65 mm로 증가시켰다(Fig. 2(d)). SP5는 휨강도 증가의 영

향을 연구하기 위해 기둥을 관통하는 보의 상·하부 철

근을 각각 4D35로 증가시켰다(Fig. 2(e)). Fig. 2(f)는 대

조 실험체로 제작된 현장타설 콘크리트 접합부 CP의 배

근상세를 보여준다. 기둥과 보의 단면크기는 SP1과 동일

하다. 다만, PC접합부와 동일한 휨강도를 갖도록 CP접

합부의 보에는 상·하부에 각각 4D32 및 (2D25+2D29)

의 철근을 배근하였다.

재료실험으로 구한 PC쉘과 PC기둥의 콘크리트 압축강

도 fck는 각각 35.1 MPa, 47.5 MPa이며, 보-기둥 접합부에

사용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는 34.9 MPa로 나

타났다. 또한 D13, D25, D29, D32, D35 철근의 항복강

도 fy(인장강도 fu)는 각각 503(583), 484(626), 514(651),

412(599), 493(605) MPa이었다.

Fig. 3은 접합부 실험체의 가력조건, 경계조건, 변위계

측 위치를 보여준다. 경계조건으로 기둥하부는 힌지에 의

해서 보의 양단부는 롤러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기둥상

부에 힌지로 연결된 2,000 kN 가력기를 이용하여 수평방

향으로 변위를 제어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력 초기

에는 기둥 변위비(column drift ratio)를 0.25%씩 증가시

키고 기둥 변위비가 1.0%를 넘어선 이후에는 0.5%씩 증

가시키며 가력하였다. 각 변위비마다 3회 반복가력하였

다. 모든 힌지와 롤러 접합부에도 LVDT를 설치하여 실

험보조용 철물에 발생되는 변위를 계측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하중-변위비 관계

Fig. 4(a)~(f)는 주기하중을 받는 접합부 실험체의 하중

-변위비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변위비는 가력시 기둥

의 수평방향 변위를 기둥 유효높이(2,700 mm)로 나눈 값

Fig. 2 Configurations of test specimens

Fig. 3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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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각 실험체의 최대강도 Vu, 최대변형 ∆u(최대변위비,

δu), 연성도 µ, 파괴모드, 강성 등을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항복변형 ∆y는 Fig. 10(a)에 나타낸 포락곡선

을 사용하여 에너지 등가원리를 이용해 정의하였다(Fig.

10(b)). 최대변형은 최대 실험강도의 80%까지 강도가 저

하된 점의 변형으로 정의하였다.

Fig. 4(b)~(f)에 나타난 바와 같이 PC접합부실험체

SP1~SP5는 실험변수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한 하중-변

위비 관계의 주기곡선을 보였다. 0.6~0.9% 변위비에서

최초로 철근이 항복하였고, 이후 반복되는 주기거동 동

Fig. 4 Lateral load-drift ratio relationships of beam-column joints

Table 2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

Load-carrying capacity Deformation capacity Stiffness

Failure mode
Observed 

strength

Pu (kN)

 Predicted 

strength

Pn (kN)

Pu / Pn

Yield

displacement

∆y (mm) (δy, %)

Maximum

displacement

∆u, (mm) (δu, %)

Ductility

µ(= ∆u /∆y)

ky(=Py / ∆y)

(kN/mm)

kp
(kN/mm)

SP1

SP2

SP3

SP4

SP5

745.0

722.9

752.1

667.8

926.8

592.1

592.1

592.1

592.1

810.4

1.26

1.22

1.27

1.13

1.14

19.4(0.7)

18.6(0.7)

20.8(0.8)

16.7(0.6)

23.8(0.9)

98.3(3.6)

136.9(5.1)

96.4(3.6)

122.7(4.5)

118.3(4.4)

5.1

7.4

4.6

7.3

5.0

28.8

29.1

27.1

29.9

29.3

- 2.09

- 2.35

- 2.39

- 1.83

- 1.75

Bond failure
1)

Bond failure
1)

Bond failure
1)

Bond failure
1)

Bond failure
1)

CP 787.3 627.2 1.26 15.4(0.6) 90.7(3.3) 5.9 38.7 + 5.91 Flexural failure
2)

1) Bond failure at beam-column joint with diagonal cracks accompanied by crushing at compression zone at beam end

2) Flexural failure at beam plastic h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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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핀칭이 크게 발생되었다. 최대하중은 변위비 1.5~2.0%

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접합부의 하중재하능력은 점진

적으로 저하되었고, 동일한 비탄성변형에서 주기하중의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접합부 강도가 감소되었다.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접합부 실험체는 보-기둥 이음

부에서 발생된 보휨철근의 부착파괴와 그 이후 발생하는

기둥경계면 보 단부 콘크리트의 압축파괴에 의하여, 점

진적으로 강도가 저하되어 3.5~5.0%의 변위비(δu)에서 실

험체들이 파괴되었다. 

SP1~SP5 실험체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접합부 CP와 비

슷한 변위비에서 최대하중을 나타냈으며, 예상가력하중

(680.7 kN) 보다 큰 최대하중을 보였으나 CP의 최대하중

(787.3 kN)보다 9% 작게 나타났다. CP는 변위비 2.5% 이

후 강도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SP1~5 실험체는 최대

하중 도달 후 서서히 내력이 감소하였다. 

3.2 균열 및 파괴모드

실험 종료 후의 각 실험체의 파괴양상은 Fig. 5에 나

타냈고, 각 변형단계에서 PC접합부 실험체에 발생된 특

징적인 균열 및 파괴 양상을 Fig. 6에 나타냈다. 

Fig. 5(a)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접합부 CP의 최종파괴

양상을 보여준다. 일체화된 접합부 실험체 CP는 보의 소

성힌지영역에 소성변형이 집중되어 휨균열이 크게 확대

된 반면, 보-기둥 이음부에서는 대각균열 및 콘크리트 파

괴가 최소화되었으며, 그 결과 주기거동 동안 에너지소

산이 우수한 이력거동을 나타냈다. CP실험체는 반복적

인 인장-압축 거동에 의하여 발생된 보 소성힌지의 휨파

괴로 인하여 3.3% 변위비에서 파괴되었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접합부 실험체는 보 주

철근의 항복 후 보-기둥 이음부에서 발생된 철근과 콘크

리트의 부착파괴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강도가 저하되어

3.6~5.1%의 변위비에서 실험체들이 파괴되었다. Fig.

5(b)~(f)는 이러한 보-기둥 이음부의 파괴양상을 잘 보여

주는데, 모든 PC접합부는 보-기둥 이음부에서 큰 폭의

대각균열이 발생되어 최종적으로 기둥경계면 보 단부 콘

크리트의 압괴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Fig. 6은 하중-변위비가 증가함에 따른 PC접합부 실험

체들의 특정적인 균열 및 파괴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6(a)는 PC접합부가 항복한 1.0%의 변위비에서 SP1

의 균열양상을 보여주는데, 보에는 휨균열이 발생되었고

보-기둥 이음부에는 대각균열이 관찰되었다. 보-기둥 이

음부의 대각균열은 접합부의 비탄성변형이 커질수록 더

욱 확대되어 변위비 2.5%에서 대각균열의 폭이 3 mm로

크게 확대되었다(Fig. 6(c)). 반면에, 보 소성힌지 영역에

발생된 휨균열의 폭은 접합부의 비탄성변형이 증가하더

라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균열양상은 비탄성변

형이 보의 소성힌지보다는 보-기둥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는 사실을 가리킨다. 

Fig.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의 변위비에서는 보

-기둥 접합부의 PC보가 기둥으로부터 8 mm 빠져나왔다.

이는 이음부에서 철근의 미끄러짐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

리킨다. 이러한 미끄러짐 변형은 접합부의 변위가 증가

될수록 더욱 확대되었고, 반면 보의 소성힌지영역에서는

휨균열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이음부의 대각균열과 철근

의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PC접합부들은 Fig. 4(b)~(f)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주기거동 동안 핀칭이 크게 발생되었다. 

Fig. 6(b)는 SP1의 2.0% 변위비에서 PC쉘이 얹힌 기둥

의 모서리를 보여주는데, 보강철물(L-50 × 50 × 400)을 설

치하지 않은 SP1및 SP4는 지압에 의한 기둥의 단부 콘

크리트 파괴가 조기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부

적인 콘크리트 파괴에도 불구하고 SP1 및 SP4의 하중재

Fig. 5 Failure modes of test specimens at the end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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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능력과 강성은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Fig. 4(b), (e)). 반

면, PC쉘이 얹힌 기둥의 모서리에 보강철물을 설치한

SP2, SP3, SP5 실험체는 기둥의 피복 콘크리트 파괴가

3.0%의 변위비까지 억제되었다. Fig. 6(f)는 SP2 PC 보

상부의 기둥면을 보여주는데, 3.0%의 변위비에서 모든

PC접합부의 보 상부에서도 지압에 의한 기둥 피복 콘크

리트 파괴가 발생하였다. 

3.3 철근의 변형률

Fig. 7(a)와 (b)는 각각 PC접합부 SP4와 현장타설 콘크

리트 접합부 CP에서 계측한 철근의 변형률이력을 보여

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접합

부인 CP의 경우 보의 소성힌지에서 계측된 철근의 변형

률은 0.03 mm/mm에 가까운 큰 인장변형률을 보였지만,

보-기둥 이음부에서 계측된 철근의 변형률은 대부분 항

복변형률보다 작은 탄성상태에 존재하였다(Fig. 7(b)). 이

결과는 소성변형이 보단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가리

킨다. 반면 PC접합부인 SP4의 경우 보 소성힌지에서 계

측된 철근의 항복이후 변형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보-기둥 이음부에서 계측된 철근의 변형률이 항

복 변형률을 크게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ig.

7(a)). 이러한 주근의 변형률 계측결과는 PC접합부에서

소성변형이 보의 소성힌지로부터 보-기둥 이음부로 전이

Fig. 6 Crack patterns and failure aspects of test specimens

Fig. 7 Strain histories of flexural reinforcing bars in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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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접합부에 손상이 발생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과

도한 보 철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ACI 352와

ACI 318의 특수 골조에서는 기둥폭 대 보철근 직경의

비(hc / db)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Table 1은 각 실험체의 hc / db를 보여주고 있다. PC접

합부 실험체의 경우 PC쉘을 50 mm(SP1~3) 또는 65 mm

(SP4)만큼 기둥에 걸치므로 유효기둥폭(hc)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현장타설 CP실험체의 hc / db(= 23.4)보다 다소 작

지만 식 (1)의 최소 hc / db(= 20)에 근접하는 18.6 ~ 20.3

사이의 값을 보였다. Fig. 7(a)는 PC 접합부(SP4) 실험체

에서 계측한 보 주근의 변형률 이력을 보여주는데, 모든

PC접합부는 보-기둥 이음부에서 보의 주근의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C

쉘 공법의 경우 ACI 318에서 제안하는 식 (1)을 만족하

더라도 이음부에서 관통하는 철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

는 것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기둥-보 경계면에서 콘크

리트 쉘단면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보 철근의 항복이 집

중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 주기하중 재하시 철근의 항

복이 보-기둥 이음부로 급속히 전이되기 때문이다.

반면, Fig. 7(b)는 현장타설된 일체식 접합부 CP에서

계측한 보 주근의 변형률 이력을 보여주는데, 보-기둥 이

음부에서는 항복변형률보다 작았으며 대부분의 철근 소

성변형이 보 소성힌지영역에 집중되었다. 

3.4 하중재하능력과 강도저하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PC접합부의 하중재하능력은 보

-기둥 이음부의 좌·우측 PC보 단부에서 휨철근이 항복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할 수 있다. 즉, 보의 위험단면

위치는 U형 PC쉘의 끝단이다. Fig. 8은 접합부에 작용하

는 힘의 평형을 보여주는데, 기둥 및 보에 의한 모멘트

평형조건에 의하여 접합부의 하중재하능력은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2)

(3)

(4)

여기서, Pn =접합부의 하중재하능력, Mbp, Pbp, Asp =보

하부근의 인장항복에 의한 단면휨강도, 전단력, 단면적,

Mbn, Pbn, Asn =보 상부근의 인장항복에 의한 단면휨강도,

전단력, 단면적, h =기둥 상하 힌지 사이의 거리, l =보

좌· 우 힌지의 사이의 거리, hc =기둥의 단면깊이, s =

기둥 위에 놓인 U형 PC쉘의 걸침길이, d1 =보하부철근

에 대한 유효춤, d2 =보상부철근에 대한 유효춤이다(Fig.

8, Fig. 2(a)).

식 (2)~(4)를 사용하여 예측한 PC접합부의 하중재하능

력 Pn을 Table 2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된

PC접합부의 하중재하능력의 비율 Pu / Pn은 1.14 ~1.27로

비교한 결과 PC접합부의 강도가 다소 안전측으로 예측

되었다. 이는 반복되는 주기거동에 대해서 철근의 변형

률경화(strain-hardening)거동에 의한 인장강도 증가(약

25%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4(b)~(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하중을 받는 PC

접합부는 일체화된 접합부(CP, Fig. 4(a))와 항복 이후 서

로 다른 강도저하 특성을 보였다. Fig. 9는 동일한 변위

에서 반복재하되는 동안 발생하는 하중재하능력의 저하,

즉 주기적 강도저하(cyclic strength degradation, Fig. 9(a))

를 보여준다. Fig. 9(b)와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

의 소성변형이 보 소성힌지에 집중된 일체화된 CP접합

부는 주기적 강도저하가 거의 없었다. 반면, PC접합부는

실험변수에 관계없이 최대강도 이후 반복 주기하중에 의

한 주기적 강도저하가 크게 발생되었다. 이는 주근과 콘

크리트 사이의 부착강도 손실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Fig. 9(b)와 (c)는 각각의 변위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기거동시에 발생되는 PC접합부(SP1~SP5)와 일체화된

접합부(CP)의 주기적 강도저하를 보여준다. 접합부의 변

위비 δ를 가로축에 나타냈고, 반복적인 주기거동으로 인

하여 저하된 강도비 α i를 세로축에 나타냈다. Fig. 9(a)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위비 δ에서 반복되는 주기거동

동안 i번째 재하사이클에서 발생되는 주기적 강도저하를

나타내는 강도비 α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hc

db

----- 20
fy MPa( )

420
--------------------- 20 fy=420MPa( )≥≥

Pn

Pbp Pbn+( )l
2h

------------------------------
Mbp Mbn+( )l

h l hc– 2s+( )
---------------------------------= =

Mbp Asp fy d
1

a
1

2
-----–⎝ ⎠

⎛ ⎞ , a
1

Asp fy

0.85fc′b
-------------------= =

Mbn Asn fy d
2

a
2

2
-----–⎝ ⎠

⎛ ⎞ , a
2

Asn fy

0.85fc′b
-------------------= =

αi

Pi

 j

P
1

 j
------=

Fig. 8 Load-carrying capacity of precast concrete beam-

column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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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1 및 Pi는 각각 최초 및 i번째 주기거동에서의

접합부 하중재하능력이다.

주기적 강도비(αi)는 접합부의 비탄성변형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주기거동이 반복될수록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부착강도손실이 누적되므로, 두

번째 재하사이클보다 세 번째 재하사이클에서 발생되는

주기적 강도저하가 더 증가하였다. 즉, α2 > α3. 5개의 PC

접합부에서 계측치에 대하여 회귀분석으로 구한 주기적

강도저하량을 Fig. 9(b)와 (c)에 나타냈다. Fig. 9(c)에 나

타난 바와 같이 3% 변위비에서 세 번째 반복 주기하중

일때 PC 실험체의 강도는 약 80%로 감소되었다. 

3.5 강성 및 연성도

Fig. 10(a)는 PC 및 일체화된 접합부 실험체들의 포락

곡선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Fig. 10(a) 및 Fig. 4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일체화된 접합부 CP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강도 손실이 거의 없었으므로 파괴 직전인

2.5% 변위비까지 강도가 증가하는 강화거동을 보였다.

반면 PC접합부는 주로 2% 이내의 변위비에서 최대강도

가 발생된 다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강도 손실

로 인하여 변형이 증가하면서 하중재하능력이 점차 감소

하는 연화거동을 보였다. 실험체들의 포락곡선은 최대하

중점(peak point, Fig. 4 참조)을 기준으로 3선형곡선(tri-

linear curve)으로 이상화하였다. Fig. 10(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최대하중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강화거동(hardening

behavior)은 탄성강성 ky를 갖는 탄성-완전소성거동으로

정의하며, 최대 하중점 이후의 연화거동(softening behavior)

은 소성강성 kp를 갖는 직선으로 단순화하였다. 각 실험

체의 실제 포락곡선과 이상화된 3선형곡선은 동일한 에

너지소산량을 갖도록 정의하였다. 접합부 실험체들의 항

복변형 δ y 및 ∆y, 탄성강성 ky, 소성강성 kp 등은 Table 2

에 나타냈다.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실험한 PC접합부의 경우 탄성강성 ky는 평균적으로 일

체화된 접합부 CP의 탄성강성의 74.5%를 보였고, 항복

후 강성(post-yield stiffness)은 최대 하중점 이후의 연화

거동시 탄성강성 ky의 7.3%인 음의 강성 kp를 보였다. 일

체화된 접합부 CP의 경우 탄성강성의 15.2%인 양의 항

복 후 강성을 보이며 최대 하중점 이후에는 급속히 감

소하여 연화거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PC접합부의

탄성강성 저하는 PC U형 보와 현장에서 타설되는 보 코

어부의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한 일체화가 되지 않기 때

문이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PC접합부의 감소된

탄성강성은 다음과 같은 단면강성 감소계수를 사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6)

여기서 I1과 I2는 각각 PC 보 전체 단면 및 PC쉘을 제

γR

I
1

I
2

+( )
2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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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Cyclic strength degradation of test specimens

Fig. 10 Stiffness of precast beam-to-column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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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코어부의 단면이차모멘트를 나타낸다. 이 PC실험

체의 경우 식 (6)에 의하여 PC보의 단면강성은 약 71%

로 감소되며(γ = 0.71), 그 결과 보-기둥 접합부 전체의 탄

성강성은 75%로 감소되었다. 

Table 2는 PC접합부의 연성도를 보여주는데 4.6~7.4로

나타났다. PC접합부의 최대 변형이 CP접합부의 최대 변

형보다 6.3~51% 크지만 작은 탄성강성으로 인하여 항복

변형이 커지므로 최대변형과 항복변형의 비로 정의되는

연성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C접합부 실험체

의 최대 변형이 큰 이유는 휨변형 이외에 접합부의 전

단균열 및 철근의 슬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변형이 발

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둥이 큰 압축력을 받는 경

우에는 이러한 접합부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둥의 압축내

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변형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3.6 에너지소산능력

Fig. 11(a)와 (b)는 각각 PC접합부 및 일체화된 접합부

의 주기당 에너지소산량과 누적 에너지소산량을 비교하

여 보여준다. Fig. 1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당 에

너지소산량은 한 사이클의 주기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으로 정의된다. 보-기둥 접합부에서 대각전단균열과 철

근 미끄러짐변형은 에너지소산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

서 이들의 변형이 큰 PC 접합부에서는 주기거동 동안

핀칭이 심하게 발생되므로(Fig. 4(a)~(e) 참조), PC접합부

의 주기당 에너지소산량은 평균적으로 일체화된 접합부

CP의 65%에 머물렀다. 또한 Fig. 11(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기거동으로 누적된 PC접합부의 에너지소산량은

일체화된 접합부 CP에 비하여 크게 작았다. 

이러한 PC접합부의 에너지소산능력 저하는 실험 중 계

측된 철근의 변형률이력으로부터 쉽게 파악된다. 엄태

성·박홍근
7)
의 연구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에

너지소산은 주로 휨철근에 의하여 발생되며, 주기거동 동

안 철근이 경험하는 이력루프(hysteresis loop)가 커질수

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산한다. 일체화된 접합부 CP의

경우 대부분의 소성변형이 보 소성힌지에 집중되고, 그

결과 Fig. 7(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의 상·하단면에

배치된 휨철근은 주기거동 동안 비교적 큰 이력루프를

만들며 많은 에너지를 소산한다. 이와 달리 PC접합부는

Fig. 7(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근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주기거동 동안 큰 이력루프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PC

접합부의 에너지소산능력은 CP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었다.

4. 토 론

4.1 변수의 영향 

U형 PC쉘과 기둥 모서리에 단부보강 철물을 설치한

SP2, SP3, SP5의 경우 지압에 의한 기둥 피복 콘크리트

의 파괴가 변위비 3.0%까지 지연되었으나, 다른 실험체

에 비하여 강도나 강성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기둥

단부 콘크리트의 탈락이 지배적인 파괴거동이 아님을 나

타낸다. 그러나 시공시 PC 쉘 탈락방지나 피복 콘크리

트 탈락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압축파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단부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보의 걸침길이가 65 mm인 SP4는 걸침길이가 50 mm인

SP1에 비하여 최대강도가 약 10% 작아졌고, 보-기둥 이

음부에서 대각균열이 더 크게 발생되었다. 이는 보의 걸

침길이 증가로 인한 보-기둥 이음부 폭의 감소((hc − 2s),

Fig. 8)가 접합부의 성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Table 2 및 Fig. 4의 SP3의 실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 소성힌지에서의 늑근 간격이 접합

부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PC

접합부에서 대부분의 소성변형이 보 소성힌지가 아닌 보

-기둥 이음부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Fig. 5(d)).

보의 휨철근비를 증가시킨 SP5는 보의 휨강도가 커짐에

따라 보-기둥 이음부에 작용되는 전단력도 함께 커져 전

단균열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Fig. 5(f)).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른 PC실험체와 비슷한 변형능력을 나타냈다. 

4.2 PC 접합부의 성능저하의 원인

PC접합부에서 강성저하, 에너지소산능력 저하 등이 발

Fig. 11 Hysteretic energy dissipat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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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된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ig. 12).

1) 보-기둥 이음부에서 기둥 폭의 감소((hc − 2s), Fig.

8)로 인하여 접합부 전단강도가 감소하며, 또한 콘크리

트와 철근의 부착파괴에 의한 보 주근의 미끄러짐(Fig.

12의 A)이 발생한다.

2) PC쉘은 접합부와 일체화되지 않으므로 기둥과 보의

경계면에서 유효 단면이 최소가 되고, 그 결과 경계면에

서 보 주근의 항복이 집중된다(B). 이후 비탄성변형이 증

가하면, PC쉘에 배치된 철근(C)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

주근의 항복은 상대적으로 약한 보-기둥 이음부로 전이

되면서(D)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부착파괴를 일으키고

이음부의 전단강도를 감소시킨다.

3) PC쉘로 인하여 보의 유효폭 d1(Fig. 2)이 감소하므

로, 동일한 접합부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 주근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따라서 보-기둥 이음부에는 더 큰

전단력이 작용하며, 철근의 부착파괴 및 미끄러짐 변형

이 쉽게 발생한다.

4) 보-기둥 이음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이음부 철근

의 부착파괴 및 미끄러짐 변형으로 인하여 트러스작용보

다는 대각스트럿작용에 의하여 전달된다(E). 

5) 기둥에 걸쳐지는 PC쉘과 현장에서 타설되는 보-기

둥 이음부의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으므로, 기둥의 피

복 콘크리트가 조기에 탈락한다(F).

6) 보-기둥 이음부에서 철근의 부착파괴 및 미끄러짐

변형이 발생하므로, 보의 인장철근은 이음부 맞은편 보

의 압축대에 정착된다(G). 따라서 보의 압축대에는 휨에

의한 압축력과 이음부 관통 철근의 정착(H)으로 인한 추

가적인 압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최종적으로 이 압축

대의 콘크리트 압괴에 의하여 접합부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U형 PC쉘을 사용하는 실물크기의 보-

기둥 접합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하중재하능력, 변

형능력, 에너지소산능력등의 내진성능을 연구하였다. 현

장타설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와 비교를 통하여 PC접

합부의 구조성능 및 파괴모드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에 의하면,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일체형 접합부는 보 단

부에 발생된 소성힌지에서 대부분의 소성변형이 집중적

으로 발생되었고, 반면 PC접합부는 보-기둥 이음부에서

보 주근의 부착파괴에 의한 미끄러짐 변형과 전단에 의

한 대각균열이 발생하였고, 기둥의 경계면에서 보의 상

하단부 콘크리트가 압괴되며 파괴되었다. PC접합부는 현

장타설 접합부와 동등한 하중재하능력과 연성능력을 보

였지만, 항복강성과 에너지 소산능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PC접합부 성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PC쉘의

사용으로 인한 보-기둥 이음부에서 기둥 유효폭의 감소

와 보의 유효춤 감소이다. 

이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U형 PC쉘을 사용하는 보-

기둥 접합부의 설계시에는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가급적 PC쉘의 걸침길이를 작게 하고, PC쉘의 두

께와 크기를 줄여서 PC쉘과 현장타설되는 보-기둥

이음부의 콘크리트가 일체화되도록 한다.

2) PC쉘의 걸침길이로 인하여 이음부에서 조기에 콘크

리트 피복의 파괴가 발생되므로, 접합부의 전단설

계, 보철근의 정착설계 및 기둥의 강도설계시에는

이음부 기둥단면의 코어부분만을 유효한 단면적으

로 고려한다.

3) 주기하중을 받는 경우 보-기둥 이음부에서 발생하

는 보 주근의 부착파괴로 인하여 접합부의 하중재

하능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반복주기하중이 예상되

는 경우 또는 큰 연성도가 고려되는 경우(내진설계

범주 D이하 또는 특수모멘트골조)에는 계산된 최대

하중재하능력의 80%만을 접합부의 공칭강도로 사

용한다.

4) PC쉘이 현장타설되는 이음부 콘크리트와 일체화되

지 않으므로 접합부의 강성이 감소된다. 이를 고려

하기 위하여 보의 항복강성 또는 탄성강성은 인장

력을 받는 PC쉘을 제외한 유효단면적에 대하여 단

면 2차모멘트를 계산한다. 대략적으로 PC접합부의

항복강성은 일체형 접합부강성의 75%이다. 

5) 보-기둥 이음부에서 발생되는 보 주근의 미끄러짐

변형과 대각방향의 전단균열로 인하여 에너지소산

능력이 감소한다. 이 실험연구의 경우 PC접합부 실

험체들은 대략적으로 현장타설 일체형 접합부의 65%

에 해당하는 에너지소산능력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U형 PC쉘을 이용한 보-기둥 접합부의 기초

적인 내진성능을 평가한 것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

해 이음부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보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진상세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무 적용을 위해 향후 PC접합부의 내진성능

과 건물의 지진요구등급을 고려한 적용성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 12 The reason for degradation of the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nd stiffness in the precast concrete beam-

column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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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U형 쉘을 사용하는 PC 모멘트 골조의 일부인 보-기둥 내부접합부

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5개의 PC 보-기둥 내부접합부와 1개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

기둥 내부접합부를 실물 크기로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수는 보 주철근비, 보 전단철근 간격, U

형 PC쉘과 기둥 모서리의 보강철물 설치 유무이다. 실험 결과, 변수에 관계없이 PC 보-기둥 접합부는 현장타설 콘크리

트 보-기둥 접합부와 비교하여 유사한 하중재하능력, 연성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기 하중동안 PC 보-기둥 접합부는

보-기둥 이음부에서 보 주철근의 부착파괴로 인한 미끄러짐 변형과 대각방향의 전단균열로 인하여 심한 강도 저하를 나

타냈고, 이로 인해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보다 접합부의 강성과 에너지소산능력이 감소되었다. 

핵심용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에너지소산, 연성능력,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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