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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형 연결재로 연결된 PC 보-기둥 맞댐 접합의 내진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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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cast beam-column joints for dry construction methodology.

Precast beam column joints with thru-connectors (BCJ_TC) using high strength bars or PS strands were developed and their seismic

performance including strength degradation, stiffness degradation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was experimentally evaluated.

Test results showed that compressive failures at the end blocks of PC beam members occurred dominantly while PC columns

including panel zones were free from any damage. However, the connections confined with CFRP at the end block showed much

improved seismic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unconfined connections. Connections with neoprene pad fillers between beam and

column interfaces were better than the other connections in all the seismic performances except initial stiffness.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s of BCJ_TC,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oncrete at the end block need to be increased to compensate for

the additional compressive stresses due to unbonded connectors and deformation of connectors should be controlled respectively.

Keywords : PC system, beam-column joint, thru-connectors, unbonded, post-tension

1. 서 론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초고층화, 초대형화가 일반화되

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습식공법은 기후 조건과 공

법상의 제약이 있어 건식공법인 PC(precast concrete) 구

조시스템의 적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PC

구조시스템에서는 습식공법이나 내민보 및 코벨을 사용

하여 보-기둥 접합부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접합 방

식은 제작, 운반, 설치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지

적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공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해 맞댐 형식의 보-기둥 접합부를 개발

하여 역학적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1-6)

 기존 연구에서는 PC 보와 PC 기둥이 연결되는 접

합부에서 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 단부의 휨

보강 철근의 일부를 강봉이나 강선으로 관통시키고 부분

적으로 초기긴장력을 가하여 시스템의 일체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맞댐 형식의

보-기둥 접합부가 일체식 접합부에 비해 강도, 연성 및

에너지소산능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기존의 PC 기둥은 각 층에서 접합 부분이 보와 접합

을 위하여 분절되고 후에 콘크리트로 충전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경우 PC 기둥은 연결부분에서 취약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고층구조에서 PC 기둥을 사용

할 경우 접합부에서 역학적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결부가 일체로 연속된 PC 기둥

을 활용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이 PC 보 단부를 PC

기둥에 맞대어 비부착 관통형 연결재로 연결함으로써 접

합공정을 건식공법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접합

부의 역학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강도 관통형

연결재를 초기에 긴장하여 연결하는 'PC 보-기둥 맞댐 접

합(BCJ_TC : precast beam-column joints connected with

thru-connectors)’ 방식을 고안하였다. 

BCJ_TC 접합부는 PC 보, PC 기둥, 관통형 연결재 등

다양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력에 저항하

는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다. 보-기둥 맞댐 부분의 불연

속성, 관통형 연결재에 작용하는 긴장력과 콘크리트와의

부착 문제 등 구조적 특성이 초기강성, 강성저하, 에너

지소산능력 등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실물크기의 접합부에 대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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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계획

2.1 실험체 계획

이 연구의 실험체는 20층 정도의 고층 주거 구조물의

저층부 “+”형 부분 구조체로서 실물 크기로 계획하였다

(Fig. 1 (b)). 실험체는 PC 보, PC 기둥, 연결재, 접합면

채움재로 구성된다. PC 보 접합 단부에는 연결재 체결

을 위한 빈 공간이 있고 연결재 체결 후 콘크리트로 채

워진다.

공법의 개선과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PC 보와

PC 기둥의 접합면을 채우는 채움재 유형, 관통형 연결재

종류, 보 접합 단부의 콘크리트 구속효과를 설계 변수로

하였다(Table 1). 관통형 연결재는 고강도 강봉과 강선을

부착 없이 사용하였고 접합면은 네오프렌 패드 또는 무

수축 모르타르로 채운 경우와 채움재 없이 보-기둥을 직

접 맞댄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보 접합 단부의 콘크리트

구속효과는 탄소섬유시트(CFRP)로 보강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를 아울러 고려하였다. 네오프렌 패드는 Fig.

2와 같이 보-기둥 접합면의 전단면을 채운 경우와 보-기

둥 접합면의 밀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하부에만 채

운 경우를 고려하였다. 

실험체의 보와 기둥은 ACI 318-08의 내진 설계 규준
7)

에 의하여 설계하였다. 보와 기둥의 휨강도 비율은 2.6

으로써 강기둥-약보(strong column-weak beam)로 설계하

였다. 보의 접합 단부는 ACI 318-08의 설계 규준
7)
에 준

하여 일반 RC와 같이 설계하여 연결재의 초기긴장 효과

와 비부착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 실험체 각 부분의

강도성능은 Table 2와 같으며 실험체 전체의 강도가 연

결재 강도성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의도하였다. 

PC 기둥의 단면 크기는 600 × 750 (mm)이고 콘크리트 공

칭 압축강도는 45 MPa이다. 사용 철근의 재질은 SD40이며

주근과 전단 보강근의 직경은 각각 HD35와 HD16이다.

PC 보의 단면 크기는 400 × 700 (mm)이고 콘크리트 공

칭 압축강도는 35 MPa이다. 사용 철근의 재질은 SD40이

Fig. 1 PC structural system

Table 1 Components of specimens

Specimen

Thru_connector Joint filler
Beam end block

reinforcing w/CFRPHT bar PS strand
Neoprene (t = 2 mm)

Mortar (t = 20 mm) Direct contact
Full Partial 

D0-B-T80 ○ ○

D1-B-T80 ○ ○ ○

D2-B-T80 ○ ○

W1-B-T80 ○ ○

D1-S-T72 ○ ○

Table 2 Strength capacity ratio

Strength capacity

PC beam PC column Panel zone

Flexure

Shear Flexure Shear ShearEnd joint part The other part

PT bar PS strand Steel

Nominal strength Pn 1.00 0.72 2.10 2.03 3.18 2.95 5.53

Fig. 2 Component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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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근과 전단 보강근의 직경은 각각 HD32와 HD10이

다. 보 접합 단부에서의 보의 주근은 정착 길이 확보를

위해서 U자형으로 가공하여 배근하였다(Fig. 3(a)). 전단

보강근은 폐쇄형 늑근을 사용하였고 접합면에서 50 mm

위치에서부터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연결재인 고

강도 강봉은 Semalloy 835, 강선은 SWPC 7B를 사용하

였다(Fig. 3, Table 3). 관통형 연결재는 접합부의 초기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복강도의 60%를 초기에 긴장하

였고, 이는 PC 보 단면 압축강도의 20%에 해당된다. 

2.2 계측 및 가력

실험체는 Fig. 4(a)와 같이 ‘+’형 실험체의 보와 기둥

단부를 회전 지점으로 설치하였다. 내진성능 평가를 하

기 위해 기둥 상부에 수평 방향으로 최대 가력하중이

2,000 kN, 양방향 최대변위가 300 mm인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설치하였다. ACI T1.1R-01의 가력 프로그램

을 참고하여 Fig. 4(b)와 같이 액츄에이터를 drift 5.5%까

지 변위제어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결과 및 파괴양상

3.1.1 파괴양상

모든 실험체들이 콘크리트 압축파괴의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Fig. 5). PC 보의 접합 단부 모서리 손상과 콘크

Table 3 Material properties (unit : MPa)

Strength
Concrete Mild steel Thru-connector

Column Beam HD10 HD16 HD32 HD35 HT bar PS strand

Nominal 45.0 35.0 400.0 835.0 1,200

Material test 53.6 42.2 529.5 505.5 496.5 509.0 1,030.0 -

Fig. 3 Reinforcement of specimens Fig. 4 Boundary conditions and load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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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피복이 심하게 박리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반하

여 PC 기둥과 접합부 판넬존에서는 약간의 사인장 균열

이 발생했을 뿐 특별한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6은 실험체별 균열 및 파괴양상을 하중-층간변위

비 곡선에 나타낸 그림이며 Table 4는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PC 보-기둥 연결재로서 고강도 강봉을

사용한 실험체 D0-B-T80, D1-B-T80, B2-B-T80, 그리고

W1-B-T80은 층간변위비(story drift)에 따른 균열양상이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Drift 0.5%에서 보의 휨 균열과

기둥 판넬존의 사인장 균열이 시작하여 drift 1.0%까지 균

열이 증가하였다. 기둥의 판넬존에 발생한 사인장 균열은

drift 1.0% 이후부터 더 이상 균열이 증가하지 않았다.

Drift 1.5%에서 보 접합 단부 모서리에 균열이 발생하

였고 drift 2.0%에서부터 모서리 박리가 관찰되었다. 

맞댐 실험체인 D0-B-T80과 무수축 모르타르 채움 실

험체인 W1-B-T80은 drift 1.5%와 drift 2.0%에서 보 접

합 단부의 하부 콘크리트 피복 균열 및 박리가 발생했

다. 이러한 콘크리트 손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하중-층간

변위비 곡선에서는 급격한 강도저하를 보였다. 

보 접합 단부에 CFRP로 보강을 한 실험체 D1-B-T80

은 drift 3.5%에서 CFRP가 끊어짐으로 인해 보강된 부

분의 콘크리트 손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구속 효과로

인해 하중-층간변위비 곡선에서도 다른 실험체에 비해

높은 연성을 보였다. 

PC 보-기둥 연결재로 강선을 사용한 실험체 D1-S-T72

는 drift 0.5%에서 보 접합 단부 모서리 박리가 관찰되었

다. Drift 1.5%에서 보의 휨 균열과 기둥 판넬존의 사인

장 균열이 발생했으며 양쪽 보의 비대칭 손상이 관찰되

었다.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Specimen
Story drift (%) 

0.5 1.0 1.5 2.0 2.5 3.0 3.5 4.0 4.5

D0-B-T80 ○ △ ● ▲
◆ □

  ▣ ◆ ■

D1-B-T80 ○ △ ● ▲

  ◇ ◆ ▣   ■

D2-B-T80 ○ △ ● ▲

  □   ▣   ◇   ◆ ◆ ■

W1-B-T80 ● ▲
◆ ▣ ◆ ■

D1-S-T72
  ▣

  ○
  ◇

● ▲
  ■

Panel zone

Beam covering

Beam corner

Other parts of beam

○

◇

□ microcrack

△

● diagonal tension crack

◆ spalling

▣ spalling

▲ flexural crack

■ failure

Fig. 5 Typical failure pattern (W1-B-T80)

Fig. 6 Crack and story drif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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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하중-층간변위비 이력거동

Fig. 7은 하중-층간변위비 이력곡선을 나타낸다. 모든 실

험체들이 콘크리트 압축파괴의 양상을 보인 것에 상응하

여 이력곡선이 최대하중 이후에 급격한 강도저하를 나타낸다.

맞댐 실험체인 D0-B-T80과 무수축 모르타르 채움 실

험체인 W1-B-T80의 최대하중은 drift 1.5%에서 각각

546 kN, 575 kN이다. 다른 실험체에 비해 높은 강도 성

능과 초기강성을 나타내며 PC 보-기둥 실험체의 일반적

인 현상인 핀칭 거동이 관찰된다.

접합면에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인 D1-B-T80

과 D2-B-T80, D1-S-T72는 D0-B-T80과 W1-B-T80에 비

해 강도 성능과 초기강성이 높지 않지만 초기에 핀칭 현

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반복하중에 의한 에너지 소

산 능력이 우수하다. 이것은 초기 긴장에 의하여 접합면

의 네오프렌 패드가 압축되어 PC 보-기둥의 접합면의 밀

착성을 높임으로써 핀칭 현상을 완화시키고 에너지 소산

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 중에서 CFRP로 구속 효

과를 준 실험체 D1-B-T80은 그렇지 않은 실험체에 비해

최대강도 이후의 강도저하가 서서히 일어남을 알 수 있다. 

3.2 관통형 연결재로 연결된 PC 보-기둥 맞댐 접합부의

역학적 거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접합부는 일반적으로 PC 보 단

부의 콘크리트가 휨 모멘트에 의한 압축파괴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파괴 양상은 관통형 연결재의 초기긴

장에 의한 PC 보 단부의 압축 효과와 비부착 효과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보 단부에서

초기압축 효과와 비부착 효과를 포함한 접합부의 휨 거

동을 무수축 모르타르 채움 실험체의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3.2.1 휨모멘트 해석 

Fig. 8은 관통형 볼트로 연결된 PC 보-기둥 맞댐 접합

부에 휨 모멘트가 작용할 때의 변형과 이 때, 보 접합

단부에서 발생하는 부재력과 응력을 나타낸다. Fig. 9(a)

는 PC 보 단부 접합면에서의 콘크리트와 관통형 연결재

의 변형을 나타낸다. 

접합부 조립을 할 때, 가해지는 초기긴장에 의하여 콘

크리트와 연결재는 각각 εc0와 εps0의 초기변형을 하게 된

다. 또한 외부에서 휨모멘트가 작용하면 완전부착을 가

정할 경우 콘크리트와 연결재는 각각 εc0'와 εps'의 변형

을 추가로 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는 비부착 거동을

하기 때문에 단면에서 슬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

면에서 적합조건의 불일치는 부재의 변형과 비교하여 보

정해야 한다. 길이 2 m인 보에서 슬립에 영향을 받는 범

위는 보 단부 0.5 m에 국한되므로 슬립효과는 미비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슬립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η로

휨 변형을 보정하고, 콘크리트의 초기변형률의 영향을 고

려하면 각 위치에서 연결재에 발생하는 인장변형률은 식

(1), (2)로 정리된다.

Fig. 7 Hysteresis curves

Fig. 8 Mechanical behavior for post-tensioned PC beam with

unbonded thru-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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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여기서

        

      εc :콘크리트 압축연단 변형률

      x :보의 중립축 거리

      d' :압축부분 연결재까지 거리

Fig. 9(b)와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휨모멘트 M에 의

해 단면의 인장부에 위치한 연결재는 인장력 T1을 받는다.

압축부에 위치한 연결재는 반대편 보의 인장부에서 발생

한 인장력이 감소되지 않고 동일한 크기의 인장력 T1을

받게 된다. 연결재에 부착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PC 보 단부의 콘크리트는 외부에서 작용한 휨 모멘트에

의한 압축력 이외에 관통형 연결재에 작용한 초기긴장력

에 의한 압축력과 비부착에 의한 압축력을 추가로 받게

된다. 휨모멘트에 의한 보 단면의 수평력 평형 방정식은

식 (3)과 같다. 

(3)

식 (3)의 압축력과 연결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단면

에 작용하는 응력에 관해서 정리하면 식 (4)가 된다.

 

(4)

여기서 fck =콘크리트 압축강도

     fps1 =단면 상하부 연결재의 인장응력

     fps2 =단면 중심 연결재의 인장응력

     Aps =연결재의 단면적

     Es =연결재의 탄성 계수

식 (4)에서 연결재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은 연결재가 항

복하기 전에는 fps1,2 = Esεps1,2이고, 항복하면 fps1,2 = fyps로

연결재의 항복응력과 같게 된다. 식 (4)에 식 (1)과 (2)를

대입하면 중립축 x를 산정할 수 있다.

보 단면의 휨 강도는 보 단면의 중심에서 휨모멘트를

취하면 콘크리트와 연결재에 대하여 각각 식 (5) 또는 식

(6)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5)

(6)

3.2.2 변형 산정

실험체의 층간변위비(story drift)는 식 (7)과 같이 연결

부분 변형에 의한 보 접합 단부의 회전과 보 처짐에 의

한 회전, 기둥의 회전,
8)
 판넬존의 전단변형에 의한 회전

9)

의 합으로 구성된다. 

(7)

여기서 ∆ps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형

      ∆b :보의 휨 변형

      ∆c :기둥의 휨 변형

      ∆j  :판넬존 전단변형에 의한 실험체 수평 변위

      L  :보 지점 간 거리

      H  :기둥 지점 간 거리

보 접합 단부의 회전은 인장부분의 인장변형과 압축부

분의 압축변형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보에 발생하

는 변형은 식 (8)과 같다.

(8)

여기서 θbe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 단부 회전각

     L1     :보 접합면에서 지점까지의 거리

     :휨 모멘트에 의한 압축부분의 인장변형

      :휨 모멘트에 의한 인장부분의 인장변형

연결재의 인장변형은 연결재 자체의 인장변형, 콘크리

트의 인장변형 회복,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의 조합으로 발

생한다. 콘크리트의 압축변형과 인장변형 회복은 보의 단

εps1 εps0 εps1′ εc0+ +=

εps2 εps0 εps2′ εc0+ +=

εps1′ ηεc
d x–

x
-----------⎝ ⎠

⎛ ⎞=

εps2′ ηεc
h/2 x–

x
-----------------⎝ ⎠

⎛ ⎞=

ΣFx 0: C 2T1– T2– 0= =

αfck βxb 2Aps fps1 Aps fps2–– 0=

M1 C
h

2
---

a

2
---–⎝ ⎠

⎛ ⎞ αfckβxb
h

2
---

a

2
---–⎝ ⎠

⎛ ⎞= =

M1 2T2 T1+( ) h

2
---

a

2
---–⎝ ⎠

⎛ ⎞=

θ
∆ps

L
-------

∆b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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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j

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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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 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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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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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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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ain and stress for post-tensioned PC beam with

unbonded thru-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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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발생하고, 연결재의 인장변형은 비부착 효과로 인

하여 동일한 크기의 변형률이 연결 구간 전체에 걸쳐 발

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연결재의 인장변형과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은 식 (9)와 (10)과 같다.

(9)

     

(10)

여기서 :연결재 자체의 인장변형량

     :콘크리트의 인장변형 회복

     L2     : 보 접합면에서부터 지점까지의 길이

     hc     :기둥 폭

     :연결재 부분에서 콘크리트 압축변형률

     :연결재 부분에서 콘크리트 인장변형률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형은 식 (8)에 식

(9), (10)을 대입하고, 식(1)과 (2)에서 중립축 거리 x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1)과 같다. 

인 경우,

(11)

인 경우,

또한 보와 기둥의 휨 변형은 식 (12)과 (13)에 의하여

구하며 판넬존의 전단변형은 식 (14)로 구해진다. 

(12)

(13)

(14)

여기서 EbIb :보 휨 강성

     EcIc :기둥 휨 강성

     Gj  :전단 탄성 계수

     bc  :기둥-보 접합면의 기둥 깊이

     hb  : 보 춤

3.2.3 해석 결과의 비교

채움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강봉으로 연결된 무

수축 모르타르 채움 실험체 W1-B-T80의 실험 결과와 위

에서 정리한 이론식을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

형에 대해 비교하였다. 더불어 휨 모멘트에 의한 거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정하였다.

·강봉의 탄성계수 Es = 2.1 × 10
5
MPa을 사용하고 완전

탄소성체로 가정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εcu = 0.003으로 가정

·콘크리트는 응력 블록 계수 α, β를 산정
10)
하여 휘트

니(Whitney)의 등가 응력블록으로 계산

·보정계수 η는 보에서 휨모멘트가 선형으로 변화하고,

연결재의 비부착 구간 0.5 m와 보의 스팬 2.0 m 비

를 고려하여 0.875로 가정

·보와 기둥의 휨 변형과 기둥 판넬존의 변형은 탄성

범위로 가정

Table 5는 식 (5)에 의해 구해진 최대 휨 강도를 기둥 상

부에 작용한 수평하중으로 환산하여 실험에서 계측된 결

과와 비교한 것이다. D0-B-T80과 W1-B-T80의 계측된 최

대강도는 해석 결과의 93%와 94%를 만족한다.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 중에 D2-B-T80과 D1-S-T80은 각각

86%와 67%를 만족하지만 보 단부에 CFRP로 구속효과를

준 실험체 D1-B-T80은 91%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실험체 W1-B-T80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

를 층간변위비에 대한 수평가력하중과의 관계로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drift 1.16%에서 최대 수평

하중이 575.36 kN이고 해석 결과는 drift 1.10%에서 최대

수평하중 570.15 kN이다. 최대하중에 도달하기 전까지 변

형에 대한 값도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에 의하면 최대 수평하

중이 작용할 때 강봉의 변형률이 각각 0.0041과 0.0045

로 나타나 항복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형을 비

롯한 보, 기둥의 휨 변형이 전체 층간변위비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형 기여도는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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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ength capacity ratio for specimens

Specimen

Calculated

maximum

strength

(kN)

Experimental maximum

strength (kN)

Avg. exp.

strength

Calc. max.

strength
Pos. Neg.

D0-B-T80

570.2

546.0 518.7 0.93

D1-B-T80 502.5 530.0 0.91

D2-B-T80 473.7 507.6 0.86

W1-B-T80 575.4 497.2 0.94

D1-S-T72 515.9 318.5 377.7 0.67

 * Strength was obtained by nominal stress

 * Pos. : positive direction

 * Neg. : nega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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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일 때도 55%정도로 보, 기둥의 휨 변형에 의한 기

여도 보다 높으며, 층간변위비가 커짐에 따라 전체 변형

에 기여하는 정도가 85%이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보 연결부 변형이 전체 변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

은 연결재의 인장변형이 비부착 효과로 인하여 연결구간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3 내진성능평가

3.3.1 강도성능 

Fig. 12는 실험체별 휨 강도 곡선과 해석에 의한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실험체들은 관통형 연결재

의 초기긴장과 비부착 효과에 의하여 최대강도 이후에

급격한 강도저하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강도저하는 실

험체 D0-B-T80과 W1-B-T80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구

속 효과를 준 실험체 D1-B-T80은 최대강도 이후에 다른

실험체에 비해 서서히 강도저하를 보인다. 

보-기둥 접합면에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와 강

선을 연결재로 사용한 실험체 D1-S-T72는 최대강도 이

전의 기울기가 다른 실험체에 비해 완만하다.

Table 6은 drift 3.5%에서 실험체의 보유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 기둥 접합면에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

험체가 그렇지 않은 실험체보다 전반적으로 강도저하가

작게 발생하여 큰 강도를 보유함을 알 수 있다. 특히

CFRP로 구속효과를 준 실험체 D1-B-T80은 구속효과 없

이 보-기둥 접합면에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보

다 약 1.5배 우수한 강도성능을 보인다. 

Fig. 13은 drift 3.5%의 세 번째 사이클에서의 최대하중

이 실험체 최대하중의 75% 이상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

는 내진성능평가기준과 비교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에 나

타난 것과 같이 특수모멘트골조에서 요구되는 내진성능

평가기준
11)
의 요구강도성능에는 모두 못 미친다. 그러나

중간모멘트 골조에서는 drift 2.5%에서 최대 하중이 실험

체 최대하중의 75% 이상을 만족하면 되며 D1-B-T80은

그래프와 같이 중간모멘트 골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2 초기강성

Table 7은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각 실험체별 초기

강성 성능을 정리한 표이다. 설계 최대강도에 도달하지

못한 실험체는 최대강도에서의 층간변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이클 최대하중의 할선 기울기를 구하

였다. 맞댐 접합 실험체 D0-B-T80과 무수축 모르타르 채

움 실험체 W1-B-T80은 접합면에 네오프렌 패드를 삽입

한 실험체보다 높은 초기강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초기강성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기준
11)
에서는 초기 층

간변위비를 건물의 내진 사용등급에 따라 0.003~0.005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모르타르 채움 실험체 W1-B-T80

Fig. 10 Comparison with the test and analysis

Fig. 11 Comparison with displacement contribution

Fig. 12 Load-story drift relationship

Table 6 Strength degradation

Specimen Pmax (kN) P3.5 (kN) P3.5/Pmax P2.5 (kN) P2.5/Pmax

D0-B-T80
546.0 160.3 0.29 356.6 0.65

−518.7 −185.4 0.36 −407.0 0.78

D1-B-T80
502.5 339.6 0.68 502.1 1.00

−530.0 −287.3 0.54 −515.4 0.97

D2-B-T80
473.7 165.1 0.35 408.6 0.86

−507.6 −162.4 0.32 −308.1 0.61

W1-B-T80
575.4 217.7 0.38 369.2 0.64

−497.2 −224.9 0.45 −340.7 0.69

D1-S-T72
318.5 144.9 0.45 277.3 0.87

−377.7 −175.6 0.46 −296.9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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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등급 I에 적합하고 여타의 실험체는 초기강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3.3 강성저하

Fig. 14는 각각 반복 가력에 따른 실험체별 강성저하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4의 y축은 첫 번째 사이클

의 강성인 K1에 대한 각 가력 단계의 강성 K의 상대적

인 강성비다. 또한 Table 8은 drift 3.5%의 세 번째 사이

클에서 상대적인 강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FRP로 구속효과를 준 실험체

D1-B-T80과 강선을 연결재로 사용한 실험체 D1-S-T72의

강성저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강성저하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기준
11)
에서는 drift 3.5%

의 세 번째 사이클에서 초기강성에 대한 상대적인 강성

비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험체 W1-

B-T80의 부 가력방향 강성저하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가

강성저하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4 에너지소산능력

Fig. 15와 Table 9는 각각 실험체별 에너지소산율을 나

타내는 그래프와 표이다. 내진성능평가기준
11)
에서는 drift

3.5%의 세 번째 사이클에서 실제 소산된 에너지와 탄소

성 구조로 가정했을 경우의 소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

가 0.125를 초과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둥 접합면에 네

오프렌 패드를 삽입한 실험체 D1-B-T80과 D2-B-T80,

D1-S-T72의 에너지소산율은 각각 0.134, 0.118, 0.131로

에너지소산능력이 다른 것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에 무수축 모르타르 채움 실험체W1-B-T80

과 맞댐 접합 실험체 D0-B-T80은 에너지소산능력이 미

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 론

관통형 연결재로 연결된 PC 보-기둥 맞댐 접합 형식

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내진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체에 외부에서 휨 모멘트가 작용할 때 모든 실

험체가 PC 기둥의 손상은 거의 없이 PC 보의 단부

에서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보 접합 단부에서 콘크

리트 압축파괴 양상을 보였다. 보 단부에서 압축파

괴가 발생하는 원인은 관통형 연결재에 작용하는

초기 긴장력과 비부착 효과에 의하여 보 단부 콘크

리트에 압축력이 증가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파괴모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 단부 콘

크리트의 압축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 단

부 콘크리트에 구속효과를 주거나 보 단부 접합면
Table 7 Initial stiffness

Specimen

Calculated

strength

(kN)

Experimental

strength max.

(kN)

Drift

(%)
Criterion

D0-B-T80

570.2

546.0 0.59 Seismic use 

group

I < 0.5%

II < 0.4%

III < 0.3%

D1-B-T80 502.5 0.80

D2-B-T80 473.7 0.65

W1-B-T80 575.4 0.51

D1-S-T72 515.9 318.5 1.08

Fig. 13 Strength degradation ratio

Table 8 Stiffness degradation capacity

Specimen
 KDrift3.5% / KInitial

Criterion
Positive Negative

D0-B-T80 0.05 0.07

KDrift3.5%

≥ 0.05KInitial

D1-B-T80 0.15 0.08

D2-B-T80 0.05 0.05

W1-B-T80 0.05 0.04

D1-S-T72 0.13 0.10

Fig. 14 Stiffness degradation Fig. 15 Relative energy dissip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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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판을 보강하는 등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식공법을 위한 연결부 채움재로 네오프렌 패드를

사용한 접합부는 초기강성이 다소 부족하나 에너지

소산능력 등 내진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 접합 단부를 CFRP로 구속할 경우 보 단부

콘크리트 구속에 의한 내진성능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무수축 모르타르 채움을 사용

한 접합부는 초기 강성은 양호했으나 에너지 소산

등 내진성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보 연결부 변형에 의한 보의 휨 변형도가 전체 층간

변형에 기여하는 정도는 초기에 50%에서 85%에 이

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부착 효과로 인하

여 연결재의 인장 변형이 연결구간 전체에 걸쳐 균

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법의 편리함을 위하여

연결재를 비부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결재의

변형을 제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함으

로서 층간 변형에 기여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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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식공법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접합 방식과 차별화 되는 PC 보-기둥 접합부를 개발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기

초 연구이다. 연속된 PC 기둥 양편에 위치한 보의 접합 단부를 고강도 관통형 연결재로 긴장하여 연결하는 ‘PC 보-기

둥 맞댐 접합(BCJ_TB : precast beam column joints connected with thru-connects)’을 고안하고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강도저하, 초기강성, 강성저하, 에너지소산능력 등의 내진성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기둥에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보 단부에서 압축파괴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부착 연결재의 초기긴장과 비부착 효과에 의하여 보 단부 콘크리트

에 압축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 접합 단부에 CFRP로 구속 효과를 준 접합부의 성능이 상대적

으로 우수하였고 네오프렌 패드로 보 기둥 접합면을 연결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하여 초기강성을 제외하고는 우수한 내

진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부착 연결재를 사용한 접합부의 파괴모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 단부 콘크리트

의 압축 성능을 향상시키고, 연결재의 변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PC 구조, 기둥-보 접합부, 관통형 연결재, 비부착, 포스트 텐션

Table 9 Relative energy dissipation ratio

Specimen

Relative energy dissipation ratio (drift 3.5%)

CriterionHysteresis curve area (drift 3.5%) Parallelogram area Relative energy

dissipation ratioThe upper part The lower part Sum The upper part The lower part Sum

D0-B-T80 48 53 101 575 771 1346 0.075

Above

0.125

D1-B-T80 137 137 275 1575 962 2047 0.134

D2-B-T80 78 61 139 601 583 1185 0.118

W1-B-T80 70 60 130 787 849 1636 0.079

D1-S-T72 70 74 144 509 592 11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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