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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철근의 뽑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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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port, the test results of five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joint subjected to cyclic load are presented.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teel pull-out of the beam-column joints to the shear and

ductile capacity of the RC beam-column assemble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amount of beam reinforcement to the joint

shear and ductile capacity is evaluated.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yield penetration of steel bar increases as the joint shear

strength ratio, Vj1/Vjby decreases. And the slippage of the steel bar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 of the beam-column joints.

The pull-out of the steel bars of five specimens was almost the same regardless of the joint shear strength ratio, Vj1/Vjby. Because

it was affected by not only the yield penetration of steel bar but also the axial elongation in the plastic hinge. 

Keywords : beam-column jont, pull-out, beam reinforcement slip, ductile capacity, shear strength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는 중력하중과 함께 지진

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을 받을 경우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

평하중에 의해 접합부는 휨모멘트보다는 전단력과 부착

력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며 인접한 보와 기둥의 전단

력보다 훨씬 더 큰 수평, 수직 전단력이 작용하여 전단

파괴나 부착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CI 352R-02
1)

에서는 지진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설계를 비내진 구역(Type 1)과 내진 구역(Type 2)

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진하중을 받는

접합부의 경우 기둥과 접합부는 탄성 범위에 머물도록

하고 인접 보에 소성힌지를 발생시켜 에너지 소산과 함

께 설계자가 계획한 변형에 도달할 때까지 접합부가 파

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를 위해서는

보 강도보다 접합부 강도를 더욱 크게 하여야 하며 접

합부에 인접한 보의 소성힌지 발생에 따른 접합부 강도

저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접합부의 강도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성에 대한 영향인자 연구가 추가될 필요

가 있다. Fujii, Morita
2)
와 Ehsani 등,

3)
 Durrani, Wight

4)

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둥의 축력, 접합부에 배근

된 전단보강 철근량, 콘크리트의 강도, 기둥의 크기나 보

주철근 크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접합부 전단강도를

평가하였지만, 접합부 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

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Attaalla
5)
는 접합부 강도 예측모

델을 제시하였으나 강도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였을 뿐

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철근 미끄러짐 등의 효과는 고려

하지 않았다.

접합부 인접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하면 보 주인장철근

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변형률이

접합부 내부 변형에도 영향을 주어 내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보에 발생한 소성힌지의 확산현상(yield

penetration)은 철근의 유효 부착 길이를 감소시켜 부착성

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감소된 부착성능은 주인장철근의

미끄러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접합부 내력 및 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Hakuto 등
6)
은 접합부내 부착 감소와

이에 따른 미끄러짐이 보 휨강도와 연성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Leon,
7)
 Kazuhiro 등

8)
과 Brooke

등
9)
은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콘크리트 강도 또는

기둥의 폭을 영향요소로 한 부착 강도만을 고려하여 접

합부 거동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 미끄러짐의 영향을 평

가하지 않았다. Kim과 Lafave
10)
는 접합부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로 부착 강도를 포함해 확률적인 분

석을 하였다. Lee 등
11)
은 보-기둥 접합부 실험을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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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거동 평가를 목표로 부착을 고려하였으나 미끄러짐을

평가하진 않았다.

이 연구의 주목적은 5개의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실험을 통하여 보 주인장철근량에 따른 미끄러짐을 측정

하고 접합부 내력과 연성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실험

보-기둥 접합부는 일반적으로 3가지 파괴로 구분할 수

있다. 보가 휨 항복에 도달하기 이전에 접합부가 파괴되

는 J-파괴, 보의 주인장철근이 항복하여 소성힌지가 형성

된 후 접합부가 파괴되는 BJ-파괴, 접합부 강도가 매우

커 접합부의 큰 변형 없이 보 소성힌지 발생 후 휨 파

괴 하는 B-파괴로 나눌 수 있다.

보 주인장철근의 항복에 따른 부착 감소는 BJ-파괴를

일으키는 접합부의 내력 및 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착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인장철근의 미끄러짐량은

Fig. 1과 같이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E구역에서의 미끄러

짐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이며, 인접 접합부인 C, D구역

에서 그 영향으로 인한 미끄러짐이 발생하고, A, B, F구

역은 탄성영역으로서 미끄러짐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 소성힌지 발생으로 인한 철근의 변형은 접합부면에

서 철근의 뽑힘(pull out)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철근

의 뽑힘 현상은 결과적으로 Fig. 2와 같이 보-기둥 전체

의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Fig. 2에서 ∆c는 철근 뽑힘

량이며, dn은 보 최상부면에서 보가 탈락되기 시작한 지

점과의 거리, lb는 보의 길이로서 이를 통해 철근 뽑힘

현상으로 인한 처짐량 ∆pd를 구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Fig. 1과 같이 각각의 구간에서 변화하는

미끄러짐을 측정하고 미끄러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보 주인장철근량을 변수로 한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

다. 각 구간의 철근의 미끄러짐량을 측정하기 위해 철근

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앵커를 용접하였다.

2.1 실험체 계획

실험체는 보와 기둥이 직교하며, 편심이 없고 횡방향

보가 없는 십자형 내부 접합부이다. 실험체에 대한 보,

기둥 철근 배근 상세 및 강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BJ실험체들은 BJ파괴하는 보-기둥 접합부로

보 항복이후 접합부가 파괴하는 실험체이다. B실험체들

은 B파괴하는 보-기둥 접합부로 접합부는 탄성 상태로

유지되며, 보의 소성힌지 영역에 파괴가 집중되는 실험

체이다.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의 BJ파괴와 B파괴의 구

별을 명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Teraoka 등이 실험에 근거하여 제안한 방법
12)
을 이

용해서 파괴모드를 구별하였다. Teraoka 등의 실험 결과

에 의하면 Vj1 / Vjby = 1.8을 경계로 하여 BJ파괴와 B파괴

가 구별되었다. 접합부의 내력은 ACI 352R-02
1)
를 따라

식 (1)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Vj는 접합부 전단강도이며, γ는 접합부 형태 및

비내진, 내진 구역에 관한 계수,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bj는 접합부 폭, hc는 기둥 깊이이다. 표의 Vj1과 Vj2는

Type 1과 Type 2 실험체의 전단강도로 γ값은 각각 20,

15이다. Vjby는 보가 항복할 때의 접합부 수평전단력으로

식 (2)를 통해 계산하였다. 

(2)

여기서, lc는 기둥의 높이, zb는 보 상부와 하부 주철근의

중심간 거리, lb는 보의 길이, hc는 기둥 깊이다. 보가 항

복할 때의 전단력 Vby는 식 (3)을 통해 계산한다.

(3)

여기서, Ab는 보의 주인장철근 단면적, fby는 보 주인장철

근 항복강도, jd는 보 단면의 응력 중심간 거리이며, a는

보 중심에서 접합부면까지의 거리이다.

Table 1에서 계산된 Vj1 / Vjby는 보 항복 시 접합부의 여

유내력을 통해 파괴 형태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BJ파

괴를 일으키는 BJ1~BJ3실험체의 경우 Vj1 / Vjby값이 1.22~

1.63의 값을 가지며 B1, B2실험체들의 경우 Vj1 / Vjby값이

1.91~2.45이다. Type 2에 대한 γ값을 통해 계산된 Vj2의

값과 Vjby값을 비교했을 때 BJ1~BJ3실험체는 0.92~1.22,

B1, B2실험체들은 1.43~1.83이었다. 

각 실험체의 크기 및 배근 상세는 Fig. 3과 같다. 기둥

Vj 0.083γ fckbjhc=

Vjby

lc

zb

---- 1–⎝ ⎠
⎛ ⎞Vby

lb

lc
---

hc

zb

-----Vby–=

Vby

Ab fby jd

a
--------------------=

Fig. 1 Expected slippage of the longitudinal steel bars

Fig. 2 Pull-out of the beam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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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방향 보의 총길이는 각각 1,200 mm, 2,700 mm이며

지점간 길이는 기둥 1,200 mm(150 mm의 힌지 접합부 포

함), 보 2,400 mm이다. 기둥의 단면 크기는 250 × 250

(mm), 보 단면 크기는 200 × 300(mm)이다. 기둥에는 항

복강도 530 MPa의 8-D19가 배근되었으며, 보에는 항복

강도 530 MPa의 D13철근과 529 MPa의 D10철근이 각

실험체 별로 지름과 개수를 달리하여 배근되었다. 실험

체 제작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시체 압축강도는 31 MPa

이었다.

2.2 측정 및 가력 방법

보 주철근의 미끄러짐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주철근의 7개 지점에 전산

볼트를 용접하고 전산볼트 주변에 콘크리트를 채워지지

않게 한 후 LVDT를 설치하였다. S2, S5는 Fig. 1의 E구

역에 해당하는 보 소성힌지 구역을 측정하며 S3, S4는

C와 D구역에 해당하는 접합부내 철근 미끄러짐과 접합

부면의 뽑힘량을 측정한다. S1, S6은 보 탄성역의 미끄

러짐을 측정한다. 주철근 뽑힘은 접합부 측면까지의 철

근 미끄러짐을 의미하므로 접합부면에 설치된 LVDT까

지의 구간별 합(정방향 가력에 대해 S1~S4, 부방향 가력

에 대해 S3~S6)을 통해 측정한다. 접합부에 인접한 보에 발

생하는 소성힌지에 의한 주인장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접합부면에서 각각 20 mm와 80 mm 떨

어진 거리의 상, 하부 주철근에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또

한 접합부면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떨어진 전단보강철

근에도 각각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접합부내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주철근의 상, 하

부에 각각 3개씩의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접합부내 횡보

강철근 항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접합부 내부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앵

커를 삽입하여 LVDT를 설치하였다. 접합부 전체 변위에 대

해서는 2개의 와이어 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Fig. 7과

같이 보 양단과 기둥 하부에는 철물을 이용하여 힌지를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s

Speci-

mens

Beam Column

fck
(MPa)

Vj1

(kN)

Vj2

(kN)

Vjby

(kN)

Vj1 /

Vjby

Vj2 /

Vjby

Upper(lower) longi. 

rein. bars
Stirrup Longi. rein. bars Tie. rein. bars

fby
(MPa)

ρb nb

fsy
(MPa)

ρs

sb
(mm)

ns

fcy
(MPa)

ρc nc

fty
(MPa)

ρt

st
(mm)

nt

BJ1 530 0.0084 4-D13 385 0.0057 50 D6 530 0.0367 8-D16 529 0.011 50 D10 31 511.44383.58 418.26 1.22 0.92

BJ2
530

529
0.0075

3-D13

1-D10
385 0.0057 50 D6 530 0.0367 8-D16 529 0.011 50 D10 31 511.44383.58 372.54 1.37 1.03

BJ3 530 0.0063 3-D13 385 0.0040 70 D6 530 0.0367 8-D16 529 0.011 50 D10 31 511.44383.58 313.69 1.63 1.22

B1
530

529
0.0054

2-D13

1-D10
385 0.0040 70 D6 530 0.0367 8-D16 529 0.011 50 D10 31 511.44383.58 267.96 1.91 1.43

B2 530 0.0042 2-D13 385 0.0040 70 D6 530 0.0367 8-D16 529 0.011 50 D10 31 511.44383.58 209.13 2.45 1.83

Where fby : yield strength of longitudinal upper(lower) reinforcement of beam, ρb : ratio of longitudinal upper(lower) reinforcement of

beam, nb : size of longitudinal steel bars in beam, fsy : yield strength of stirrup, ρs : ratio of stirrup, sb : spacing of stirrup, ns : size of stir-

rup, fcy : yield strength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of column, ρc : ratio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of column, nc : size of lon-

gitudinal steel bars in column, fty : yield strength of tie bar in column, ρt : ratio of tie bar of column, st : spacing of tie bar, nt : size of

tie bar, fck :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Vj1 : shear strength of type1 joint, Vj2 : shear strength of type2 joint, Vjby : shear strength

of joint when the beam yield

Fig. 3 Geometry and reinforcing detail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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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보 양단은 강봉을 이용하여 접합하고 기둥

하부는 보 주철근 나사선 가공을 통해 접합하였다. 

횡방향 가력은 500 kN 용량을 가진 유압 액츄에이터를

이용해 횡하중을 반복하여 가력 하였다. 하중 재하는 Fig.

8과 같이 변위 제어 방식으로 하며 보 상부 주철근 항복

시점을 1∆y로 하였다. 이후 변위량을 1∆y의 변위량 만큼

씩 증가시켰다. 하중 재하는 최고 하중에 대해 약 85%로

떨어질 때까지 각 하중을 2싸이클씩 반복 가력하였다. 부

방향 가력을 2∆y로 제한한 것은 실험실의 여건상 실험체

의 한쪽 측면이 프레임에 닿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ACI 352R-02
1)
에 따라 보 주철근량을 변수로 하여 설

계된 실험체는 접합부 전단내력은 동일하지만 파괴 형태

는 다르다. 측정된 주인장방향 변형률을 분석하면 BJ1,

BJ2, BJ3 실험체는 보 주인장철근 항복 이후 접합부내

콘크리트가 압축파괴하는 BJ파괴 형태를 나타냈다. 그러

나 B1, B2 실험체는 보 항복이후 접합부가 압축파괴 하

기 이전에 하중이 감소해 B파괴 형태를 나타냈다. 파괴

와 균열 양상을 살펴보면 Fig. 9와 같이 BJ1, BJ2, BJ3

실험체는 접합부내 콘크리트 탈락과 균열이 많이 발생한

반면 B1과 B2 실험체는 접합부내 균열이 감소하고 인접

한 보의 콘크리트 탈락과 균열이 많이 발생하여 BJ1에

Fig. 4 Location of LVDTs on the rebar

Fig. 5 Location of strain gauges

Fig. 6 Location of LVDTs on the concrete

Fig. 7 Loading system

Fig. 8 Loading history of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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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B2 실험체로 갈수록 파괴나 균열이 접합부에서 인접

보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 접합부 하중-변위 관계

실험체의 최대 하중은 보 주인장 철근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 10은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을 나타낸 것으로 BJ1의 경우 최대 하중이 113.36 kN 이

었으며 B2의 경우 최대 하중이 64.90 kN 이었다. 보 주

인장철근 항복시점의 변위량은 철근량이 많을수록 증가

하였다. 보 주인장철근 항복시 BJ1의 변위량은 33.27 mm

이며 B2의 변위량은 19.20 mm이었다. 실험 계획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실험실의 여건상 실험체의 측면이 프

레임에 닿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방향에서는 2∆y

까지 가력되었다.

Table 2는 실험 결과로 측정된 최대 하중(Pmax), 최대

하중 시점의 변위량(∆max), 최대 하중 85% 감소 시점의

하중(P85%), 85% 감소시점의 변위량(∆85%)과 연성계수(µ)

를 나타낸다. 연성계수는 Paulay 등
13)
의 제안 모델을 사

용하여 최대 하중 대비 85%까지 하중이 감소한 시점의

변위에 대한 최대 하중 대비 75%에 도달한 하중과 최대

하중 접선의 교차점의 변위의 비로서 나타내었다. Fig. 11

은 연성계수와 보 주철근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연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체 계획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Vj1 / Vjby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재의 파괴는 보에 집중되

고 접합부에 미치는 소성힌지의 확산현상이 감소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3.2 접합부내 변형률 침투

접합부에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이 작용하면 접합

부 인접보의 주인장 철근이 항복하여 소성힌지가 발생하

게 된다. 소성힌지 발생 이후 변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Fig. 9 Observed crack patterns

Table 2 Test results

Pmax

(kN)

∆max

(mm)

P85%

(kN)

∆85%

(mm)
µ

BJ1 113.36 75.8 96.36 108.66 3.27

BJ2 101.70 74.9 86.45 108.57 3.51

BJ3 87.92 74.1 74.73 106.40 3.63

B1 75.44 74.5 64.12 105.42 3.80

B2 64.09 59.1 54.48 91.24 4.75

Fig. 10 Story drift vs. story shea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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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소성힌지 영역의 주인장철근 변형률이 급속하게 증

가하면 이 변형률이 접합부 내부의 변형률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또한, 증가된 접합부 변형은 접합부내 부착

응력을 증가시켜 부착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주인장철근에 게이

지를 부착하여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측정 지점

은 총 7지점으로 접합부내 3지점, 접합부에 인접한 소성

힌지 구역에 4지점을 측정하여 보 주인장철근이 항복하

는 1∆y에서부터 3∆y시점까지 비교하였다. BJ1과 B1 실

험체의 일부 게이지는 실험 초기 단계에 탈락되어 측정

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Fig. 12는 각 실험체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림으로 x축은 실험체내 게이지가

위치한 지점을 나타내며, y축은 게이지에 의해 측정된

주인장철근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접합부 내부의 변형률

은 인접한 보의 철근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

에 인접한 보의 철근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접합면

에 인접한 접합부 철근이 인접보 소성힌지 변형률의 영

향을 받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접합부 중심의 철근

은 2∆y시점까지 탄성을 유지하였으나 추가적인 변위에

의해 항복변형률을 넘어섰다.

Fig. 13은 접합부 축방향 변형률(εb)과 보 소성힌지 영

역 변형률(εbb)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K함수(K = εb / εbb) 그

래프이다. 보 주인장철근 항복 이전 시점인 층간변위 2.08%

이전의 경우 결과값이 분산되어 특별한 경향이 없으나 보

주인장철근 항복 이후 시점인 층간변위 3.13%와 4.17%의

경우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접합부에 대한 보 소

성힌지의 영향이 약 0.3~0.18까지 감소하였다.

3.3 접합부 주인장방향 변형률

접합부내로 침투된 변형률은 접합부내 축방향 변형을

증가시켜 콘크리트 스트럿의 인장 변형률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강도도 감소시키게

된다. 이것은 접합부 전단강도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실험에서는 접합부내 주인장방향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체에 LVDT를 설치하여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Fig. 14는 측정된 변형률을 보여준다. 측정한 결과에 의

하면 Vj1 / Vjby가 작을수록 접합부내 주인장방향 변형률

이 크게 나타났다. BJ1과 BJ2 실험체의 경우 최대 변형

률이 0.012에 이르나 B1, B2 실험체의 경우 최대 변형

률이 0.004정도에 그쳐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작을수록 접합부에 미치는 영향

이 증가하여 접합부내 부재 축방향 변형률과 주인장방향

변형률을 증가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접합부 전단강도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주인장방향 변형률이 상

Fig. 11 Displacement ductility ratio

Fig. 12 Distribution of beam bar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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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작은 B1, B2 실험체가 BJ 실험체에 비해 더

큰 연성계수를 갖게 되어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접합부 연성계수가 증가하였다.

3.4 주인장철근 뽑힘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에 의해 접합부로 전달된 변

형률의 증가는 접합부내 부착길이를 감소시켜 부착응력

을 증가시키게 된다. 접합부내 부착응력 증가는 보 주인

장철근의 미끄러짐을 유발하고 접합부면의 균열과 결합

되어 보 주인장철근의 뽑힘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접합부 내력과 연성에 영향을 주게된다.

실험에서는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상부 주인장철근에

용접을 이용한 LVDT 설치를 통해 미끄러짐을 측정하였

다. Fig. 15는 실험체에 대한 측정구간별 미끄러짐량을

나타낸다. 각 구간의 위치는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보

의 소성힌지 구역에서 미끄러짐이 가장 크며 소성힌지의

영향으로 변형이 침투하는 접합부의 미끄러짐이 다음으

로 큼을 알 수 있다. 탄성구간(S6), 접합부구간(S4), 소성

힌지구간(S5)에 대해 미끄러짐 결과를 변위시점 2∆y와

3∆y의 변위에 해당하는 구간별 미끄러짐량을 비교하면

가장 작은 미끄러짐량을 보인 탄성구간과 접합부 구간은

약 1.5~3.5배(3∆y의 경우 2~5배)의 미끄러짐량 차이를 나

타냈다. 탄성구간과 소성힌지 구간은 약 3.5~6배(3∆y의

경우 4~8배)의 차이를 나타내며 접합부구간과 소성힌지

구간 사이에는 약 1.5~2.5배(3∆y의 경우 1~2배) 가량 차

이를 나타냈다. 수평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 전단

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보 소성힌지 구간의 미끄러짐

증가가 접합부 미끄러짐 증가량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Fig. 16은 실험체의 정방향 가력시 각 수평변위 시점에

Fig. 13 Effect of yield penetration

Fig. 14 Diagonal direction strain vs. story drift ratio

Fig. 15 Steel slippage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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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주인장철근 뽑힘량을 보여준다. 뽑힘량의 측정은 주

인장철근에 설치된 LVDT S1~S4의 미끄러짐을 합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16에서 항복시점 이전인 1∆y지점까지는

철근의 뽑힘량이 거의 없으나 항복이후 2∆y시점에서부

터 접합부면 균열 증가와 함께 철근의 뽑힘이 크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변위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매

우 작게 측정된 BJ2를 제외하고는 실험체별로 접합부 전

단강도비 Vj1 / Vjby에 무관하게 철근의 뽑힘량은 거의 비

슷한 값을 보였다.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보 소성힌지의 영향력이 접합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

도 불구하고 뽑힘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철근의 변

형률은 Vj1 / Vjby에 따라서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Vj1 / Vjby의 값에 따라서 소성힌지 구역의 철근 변형률이

크게 발생하거나 항복 침투에 의한 접합부 내부에서의

철근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보의 지점에서 접합부까지의 미끄러짐은 Vj1 / Vjby에 따

라서 큰 변화없이 거의 일정하다. Fig. 17은 정방향 가력

시점에서의 뽑힘 증감량을 나타낸 것으로 수평 변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뽑힘이 증가하며 2∆y로 수평변위

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뽑힘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러나, 동일한 수평변위가 반복되는 시점에서는 증가가 거

의 없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주인장철근량이

서로 다른 5개의 보-기둥 접합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에서는 보 소성힌지 발생이후 접합부내 변형 침투와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주인장철근의 미끄러짐을 측정하

고 이것이 접합부 내력과 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의 지점에서 접합부까지의 철근 미끄러짐량은 철

근 항복 시점인 1∆y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Vj1 / Vjby

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였다. 이는 실험체의 Vj1 /

Vjby값의 차이에 따라서 보의 구간별로 발생하는 철

근의 변형률 값이 다르며, 지점부터 접합부까지의

미끄러짐량을 더하면 Vj1 / Vjby와 무관하게 거의 일

정하기 때문이다.

2) 보 소성힌지 발생에 따른 변형률 침투량은 층변위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접합부 중심부의 변형

률은 2∆y시점까지는 탄성구간에 머물렀으나 추가적

인 층변위에 의해 항복변형률을 초과하였다. 층간

변위 2%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향이 없었으나 3%

이상에서는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클수록

보 소성힌지로 인한 변형률 침투 현상은 약 0.3~0.18

까지 감소하였다.

3) 접합부내 주인장방향 변형률 측정결과 BJ1, BJ2의

최대 변형률이 B1, B2의 최대변형률보다 약 3배 가

량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

가 작을수록 접합부내 주인장방향 변형률이 증가하

여 접합부 전단 내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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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실험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은 접합부에 인접한 보

의 소성힌지의 영향으로 인한 부착 감소로 발생하는 보 주인장철근 미끄러짐에 따른 접합부 내력 및 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보 주인장철근량을 변수로 하여 접합부 내력 및 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접합부의 전단강도비 Vj1 / Vjby가 감소할수록 인접한 보의 소성힌지의 변형률 침투현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인장철근의 미끄러짐은 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인장철근 뽑힘 현상은 접합부 전단강도비 Vj1 / Vjby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인장철근 뽑힘 현상이 변형률 침투현상만이 아닌 인접한 보의 소성힌지의 축변형에도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핵심용어 :보-기둥 접합부, 뽑힘 현상, 보 주인장철근 미끄러짐, 연성능력, 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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