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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접합부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전단벽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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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precast concrete (PC) shear walls with a new vertical connections for a fast

remodeling construction. The C-type vertical connections for the PC wall systems are proposed for transfer of bending moment

between top and bottom walls in the vertical direction while a shear key in the center of wall is prepared to transfer shear forces

by bearing action. The proposed vertical connections allows easy fabrication thanks to slots at the edges of wall in opposite direc-

tions. The plane PC wall systems subject to lateral load are compared with ordinary wall systems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nnection on the stiffness, strength, ductility, and failure modes of whole systems. The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and influ-

ence of premature failure of connections are examined. The experimental test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reinforcing steel bars

placed at the edges of walls yielded first and the ultimate deformation were terminated due to premature failure of connections.

The diagonal reinforcements for efficient shear transfer in the walls were not effective. The strength and de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section analysis were generally in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indicated that. Gap opening contributed

to the deformation behavior more than any other factors.

Keywords : precast shear wall, C-type connections, gap opening

1. 서 론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축공간의 변화를 요

구한다. 새로운 공간의 형성은 기존 구조물의 해체와 신

설이 요구되며 기존 구조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부분 해

체의 폭이 결정된다. 또한 시공의 제약성으로 건식 공법

의 적용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

식 공법은 강진 지역에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

은 중·약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이하 PC 벽체)

접합부 조립공법으로써 슬리브 이음, 볼트 접합, 포스트

텐션 접합 등의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었다. Khaled A.

Soudki는 상·하부 벽체 사이에 스틸 튜브(steel tube)와

철근(rebar)을 이용한 접합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1,2)

Felope J. Perez et. al.은 비부착된 포스트텐션 PC 전단

벽에 대해 실험 및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3) 

Rahman

and Restrepo은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PC 벽체와 에너지

소산 장치가 있는 포스트텐션 PC 벽체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이후 PC 벽체에서 프리스트레스의 감소 이후의

텐던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일반식을 제안하여 실험값과

상호 비교 하였다.
4)
 Holden은 벽체 하부의 콘크리트 파

괴(crushing)를 방지하기 위해 카본 섬유(carbon fiber)를

이용한 PC 벽체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5)
 하지만 국

내에서는 건식 접합 방법을 이용한 PC 벽체에 대한 연

구가 드문 상태이다.

PC 벽체의 경우 접합부의 성능이 벽체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며 RC 벽체와는 다른 거동형태를 나타낸다. 반복

하중을 받는 PC 벽체는 Fig. 1(b), (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폐거동(gap opening), 전단 슬립(shear slip)등에 의

해 RC 벽체의 거동(Fig. 1(a))과는 다른 형태의 거동 양

상을 보인다. 

Fig. 1(a)는 RC 벽체의 변형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Fig.

1(b)는 건식 접합부를 가지는 PC 벽체에서 주로 발생하

는 개폐거동을, Fig. 1(c)는 전단 슬립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나타난 PC 벽체 거동은 접합부의 형태와

강도 또는 접합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거동 형태를 보

일 것이며 이는 PC 벽체의 강도와 연성도 그리고 에너

지 소산능력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PC 접합부 설

계를 위해서는 벽체의 강도와 연성도, 그리고 에너지 소

산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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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접합부를 개량한 C형 접

합부를 이용하여 조립한 PC 벽체 시스템의 접합부 설계

방법과 실험을 통한 구조성능, 그리고 에너지 소산능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C형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 개발

2.1 C형 접합부 개요
6)

C형 접합부는 시공성능의 효율성을 가장 큰 주안점으

로 삼고 개발한 것으로 이미 접합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

분의 철물에 또 다른 철물을 접합시킴으로써 완전한 일

체를 이룬다. PC 제품을 이용한 시공에서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 온 접합부 구멍 위치와 철근 위치의 부

정확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덜고자 Fig. 2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좌우측 철근 위

치의 오차를 허용하고, 세로 방향으로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앞뒤 오차를 허용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진다.

SM490의 강재 철물을 C형으로 만든 후 나사선이 있

는 이형철근과 조립하고, 상부 벽체 휨철근을 미리 벽체

외부에 부착해 놓은 철물에 관통시킨 다음 너트 조임을

한다. 이후 하부 벽체에 조립 시 아래에 뚫려있는 두 가

지 방향의 구멍을 통해 하부 벽체 상부로 튀어나온 하

부 벽체 주철근을 너트로 연결시킨다. 이 때 벽체의 휨

거동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로 C형 철물을 제작하여 하

부 벽체 연결 시 미리 부착되어 있던 철물과 반대방향

으로 끼워넣은 채 아래 위 너트를 조인다(Fig. 4 참조).

이로 인해 횡력에 의해서만 철근이 항복하게 되고, C형

철물은 계산된 값보다 충분한 단면의 크기로 제작하여

탄성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2 접합부 설계

C형 접합부 설계의 초점은 단면 두께의 결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접합부의 변형이 발생하기 전에 주철근이 먼

저 항복하도록 접합부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단이 고정

단으로 돼 있고 중심점에서 철근의 인장력(T)만큼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Fig. 4(b)와 같이 최

대 모멘트는 Tlj / 4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C형 접합부

의 적절한 두께를 산정한다. 단면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σy는 C형 접합부의 항복강도, M은 모멘트, S는

단면계수이다. 결국 M = σyS이다. 단면계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lj는 접합부의 길이, tj는 접합부의 두께이다. 

단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 모멘트 M과 모멘트 Tlj / 4

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 (3)이 성립된다.

(3)

위 식 (3)에서 접합부의 두께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다

σy M/S=

S
ljtj

3

6 tj/2( )×
----------------------

ljtj

2

3
-------= =

σy

ljtj

2

3
-------

Tlj

4
------

fy Aslj

4
--------------   σy = fy( )= = ∴

Fig. 1 Behavior of PC walls for lateral forces

Fig. 2 Joint detail (unit : mm)

Fig. 3 C-type connections

Fig. 4 Connection desig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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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4)

접합부의 높이(hj)는 주철근이 항복하기 전까지 접합부

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접합부의 좌굴강

도가 Fig. 4(a)의 T = As fy보다 큰 값이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 (5)를 얻을 수 있다.

(5)

여기서 k는 유효 좌굴길이 계수이며, Esj는 접합부의 탄

성계수, Ij는 접합부의 단면 2차 모멘트이다.

3. 실험 프로그램 개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를 지정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부를 제외한 1층 공간부

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는 1층 벽체까지 그대로 두

고 2층 벽체부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

다. 따라서 기초부를 그대로 두고 1층부터 리모델링을 할

경우, 1층과 2층의 벽체 강성을 동일시한 경우(대각선 철

근이 없는 경우)와 1층 벽체의 강성을 2층 벽체의 강성보

다 크게 설계한 경우(하부 벽체에만 대각선 철근을 배근

한 경우), 마지막으로 1층과 2층에 강성이 큰 벽체를 연

결시킬 경우(상·하부 벽체 모두 대각선 철근을 배근한

경우) 각 벽체의 거동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체는 상부가력보, 벽체, 기초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벽체 전체적으로 휨은 벽체 양 단부에 배근된 수

직철근에 의해 전단력은 전단키(shear key)
7,8)
와 수직철근

의 장부작용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였다. 수직철근의 단

면적이 크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전단력은 전단키가

저항한다(Figs. 5, 6 참조).

실험체는 접합부를 이용한 기본 벽체(이하 SP1), 하부

벽체 대각선 철근이 들어간 벽체(이하 SP2), 상하부 벽

체 모두 대각선 철근이 들어간 벽체(이하 SP3)이다(Fig.

6 참조).

하중재하시 면외변위를 방지하여 실험체의 양면 좌우

대칭으로 4개의 철골가새를 설치한다. 실험은 변위제어

를 통해 목표 변위를 3회씩 반복하여 파괴시까지 변위

를 증가시켰다. 가력은 층간 변위각 0.05%, 0.1%, 0.15%,

0.2%, 0.25%, 0.35%, 0.5%, 0.65%, 0.8%, 1.0%순으로

하며, 1.0% 이후부터는 0.5%씩 증가시키며 가력하였다

(Fig. 7 참조). 벽체의 수직 변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

부 벽체 양 단부에 2개의 LVDT를 설치(LV2, LV3)하였

으며 벽체면에는 X형으로 다이얼게이지(LV4~LV7)를 설

치하여 그 변위를 측정하였다. 모든 변위는 상부벽체에

부착한 줄변위계(LV1)를 통해 측정되었다(Fig. 8 참조).

tj

3As

4
-------- 0.87 As= =

hj
1

k
---

π
2
EsjIj

As fy

----------------<

Fig. 6 Reinforcement detail

Fig. 7 Loading schedule

Fig. 8 Testing setup

Fig. 5 The proposed PC wal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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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재료 실험 결과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KS B 0801의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규정에 따라

강재 인장 시험편을 제작하여 재료의 인장실험을 실시하

였다. Fig. 9는 벽체의 주철근인 D25 철근의 인장 실험 결

과를 보여준다. 항복응력은 402.7 MPa(εy = 0.002 mm/mm)

이며 최대응력은 553.5 MPa(εm = 0.160 mm/mm)이다. 탄

성계수(Es)는 262.8 GPa이다. 최대 응력과 최대 변형률은

소성구간이 끝나는 점으로 가정하였다. 

4.2 하중-변위 관계

Fig. 10과 Table 1은 실험 결과와 하중-변위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하중-변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대강도 도

달 후 강도 감소 현상이 크지 않았다. 정가력시 층간변

형율 약 1%에서 주철근이 항복하였으며, 최대강도는 약

2%전후에서, 최대 변위는 2.69%~3.40%까지 진행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가력시에도 약 -0.9%에서 항복하였으

며, 최대 강도는 약 −2.20%에서, 최대변위는 약 −2.4%

정도로 나타났다.

정가력시 연성도는 2.18~3.44 사이에서, 부가력시에는

2.39~3.97 범위로 나타났다. 연성도는 항복 변위에 대한

최종 변위의 비를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주철근이 항

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를 항복 변위로, 접합부가 파괴

되는 시점을 최종 변위로 가정하였다. 

4.3 파괴 메커니즘

SP1의 경우 변위 −16.8 mm(−7 싸이클)에서 하부 벽체

좌측부에서 휨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하부 벽체 접합부 주

변에 접합부 면의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변

위 −48 mm(−36 싸이클)에서 전단키 부분에 균열이 발생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60 mm(−39 싸이클)에서 진전

된 휨균열 부분과 만나게 된다. 이미 −6.72 mm(−12 싸

이클)에서 기초와 하부벽체 사이에 타설된 모르타르가

파괴되었으므로 −120 mm(−48 싸이클)까지 더 이상의 균

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접합부의 변형이 발생하여

종국에는 하부벽체 좌측 접합부에 연결된 D32 주철근이

파괴되면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하부 벽체 좌·우측 접

합부 철물이 모두 좌굴이 발생하였고, 벽체 폭 방향 슬

럿을 가진 좌측 접합부의 경우 약 10 mm이상 밀려났다.

우측 접합부 철물의 경우 좌굴은 발생하였으나 슬럿의

방향이 벽체 너비 방향이라서 면외로 돌출은 하지 않았

다. 하부 벽체의 변형이 일어날 동안 상부 벽체는 아무

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균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SP2의 경우 변위 −13.44 mm(−21 싸이클)에서 전단키

부근과 하부 벽체 상부에 첫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변위 24 mm일 때 하부 벽체 접합부 면의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변위 −20.16 mm(−27 싸

이클)에서 상부벽체 우측 접합부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변위 +36 mm(+33 싸이클)에서 하

부 벽체 우측부분에서 휨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접합부 주위의 균열이 증가하다가 상·하부 벽체 연결

부위에 균열이 집중되었다. 변위 −72 mm(−42 싸이클)에

서 기초와 하부 벽체를 연결하는 수직철근의 나사산이

파괴되면서 실험을 종료하게 되었다. SP1 실험체와는 달Fig. 9 Stress-strain curve for a reinforcement (D25)

Fig. 10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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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부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그 패턴은 하부

벽체에서 일어나는 균열 패턴과 거의 일치하였다. 실험

이 종료될 때까지 상부 벽체 접합부 철물은 전혀 변형

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접합부 주위 균열을 제외하곤 벽

체내 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SP3의 경우 변위 −10.56 mm(−18 싸이클)에서 전단키

부근에서 첫 균열이 발생하였다. 변위 −13.44 mm(−21 싸

이클)에선 하부 벽체 좌측부에서 휨균열이 진행되기 시

작하였으며, 하부 벽체 접합부 철물 면의 수직방향으로

일제히 균열이 발생하였다. 변위 +36 mm(+33 싸이클)에

서 하부 벽체 우측부에도 휨균열이 생겨났고, 최종파괴

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었다. 그리고 상부 벽

체 접합부 주위에도 하부 벽체 접합부 주위와 마찬가지

양상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균열이 대각선 방

향으로 진행되다가 −72 mm(−43 싸이클)에서 접합부 용

접부 파괴가 발생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4.4 에너지 소산 능력

에너지 소산 능력은 각 실험체별로 이력 곡선 내부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Fig. 12는 실험체별 누적 에너지 소산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SP2의 최대점인 41싸이클 때를 기준으로 하면

SP1 : SP2 : SP3 = 0.39 : 1.00 : 0.70의 비율을 보였다. SP2

의 에너지 소산량이 가장 큰 이유는 하부 벽체 주철근

의 변형과 더불어 상부 벽체의 변형이 다른 실험체에 비

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SP1의 경우 초기 에너지 소

산량은 다른 실험체에 비해 작지만 변위가 증가할수록

소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3

실험체는 대각선 철근의 영향으로 상부 벽체 주철근의

Table 1 Test results

Specimen

Maximum load Maximum displacement

Positive (+) Negative (−) Positive (+) Negative (−)

P
max

(kN)

δ

(mm)

Drift

ratio (%)

P
max

(kN)

δ

(mm)

Drift

ratio (%)

P

(kN)

δ
max

(mm)

Drift

ratio (%)

P

(kN)

δ
max

(mm)

Drift

ratio (%)

SP1 177.3 48.3 1.76 −146.2 −61.1 −2.23 144.8 93.1 3.40 −130.5 −73.2 −2.67

SP2 198.0 50.4 1.84 −145.1 −60.5 −2.21 203.4 73.6 2.69 −131.4 −61.1 −2.23

SP3 178.0 71.1 2.59 −136.6 −58.1 −2.12 178.0 71.1 2.59 −133.8 −63.1 −2.30

Specimen

Yielding point
P
max

/Py δ
max

/ δy
Positive (+) Negative (-)

Py

(kN)

δy
(mm)

Drift

ratio (%)

ky
(kN/mm)

Py

(kN)

δy
(mm)

Drift

ratio (%)

ky
(kN/mm)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SP1 153.0 27.1 0.99 5.65 −110.9 −25.1 −0.92 4.42 1.16 1.32 3.44 2.92

SP2 161.8 21.8 0.80 7.42 −104.4 −25.6 −0.93 4.08 1.22 1.39 3.38 2.39

SP3 148.6 32.6 1.19 4.56 −93.0 −15.9 −0.58 5.85 1.20 1.47 2.18 3.97

Fig. 11 Failure mode

Fig. 12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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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변형이 SP1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SP2보다는 작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하부 벽체로 연결된 PC 벽

체의 경우 강재 접합부로 인해 벽체 높이에 따른 변형

률의 변화가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Fig. 23 참조). 상

부 벽체의 변형 정도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산량이 달

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휨철근과 대각선 철근의 변형

제안된 C형 접합부는 휨철근이 항복하기 전까지 탄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휨철근의 항복 여부 확인을 위

해 C형 접합부의 변형률과 휨철근의 변형률을 상호 비교

하였다. C형 접합부의 변형률은 접합부 옆면 중앙에(C8),

벽체 휨철근의 변형률은 하부 벽체 접합부 윗부분 주철

근에 부착된 변형률게이지(L11)를 통하여 측정이 되었다.

Fig.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P1 실험체는 변위 약

36.46 mm일 때 휨철근이 항복하였으며, SP2 실험체는 약

21.8 mm일 때 그리고 SP3 실험체는 약 35 mm일 때 휨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접

합부의 수직방향 변형률은 실험 종료 시점까지 모두 탄

성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체의 주요 변수인 대각선 철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실험체의 상·하부 벽체의 평균 전단 변형(average

shear distortion)을 구하였다. 평균 전단 변형은 Fig. 8의

선형 변위계 LV4, LV5, LV6, LV7을 통해 구해진 값을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9)

(6)

여기서 이다.

Fig. 14는 변위가 증가함에 있어서 각 실험체의 평균

전단 변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SP1 실험체는 하부 벽체의 변형이 상부 벽체보다 대

체로 크게 나타났으며 SP2 실험체는 하부 벽체의 대각

선 철근의 영향으로 상부 벽체의 변형이 하부 벽체보다

크게 나타났다. 상부 벽체의 전단 변형이 SP1 실험체의

하부 벽체 변형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SP1 실

험체의 변형이 하부 벽체에 집중된 것에 반해 SP2 실험

체의 변형은 상·하부 벽체에 일정 비율로 균등하게 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상부 벽체의 변형이 증가함으로

인해 PC 벽체의 강도와 에너지 소산 능력 등이 다른 실

험체에 비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P3 실험체

의 경우 대각선 철근의 영향으로 상·하부 벽체의 전단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5. 실험 결과 분석

제안된 PC 전단벽 시스템은 최대 하중 도달 후 발생

하는 콘크리트 압괴에 의한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에 배근된 주철근을 C형 접합부에 직접 접합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벽체에 횡하중이 발생했을 때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벽체에 발생하는 내력은 Fig. 15(a)와

같다. 일반적인 RC 벽체와는 달리 PC 벽체는 중심점

(rotation center)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며 이 때 c만

큼의 거리에서 압축력 Cc가 발생하게 된다. 

Fig. 15(b)는 C형 접합부가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벽체의 이상적인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써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횡하중이 작용할 때 개폐거동이 먼저 발생하게 되며,

이후 벽체의 주철근이 항복하기 전까지 탄성거동을 하게

δshear γave lower,

Lw lower,

γave upper,

Lw upper,

+=

γave D
1
δ
1

– D
2
δ
2

–( )/2HL=

Fig. 13 Strain distribution of rebar and connections

Fig. 14 Average shear distortion of specimens

Fig. 15 Idealized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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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연구에서는 주철근이 항복하는 점을 전체 시스

템의 항복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주철근의 한계 변형 상태

를 시스템의 최대강도점으로 정의하였다. 주철근이 항복

한 후 최대 강도에 도달하며 이 때의 강도는 재료실험

에서 얻어진 실제 응력과 변형률을 적용한다(Fig. 9 참

조). 이 후 소성변형에 의하여 강도의 증가 없이 변형만

증가하며,
10)

 최대 변형은 하부 벽체의 대각 방향 압축대

의 파괴로 가정하였다. 최종하중은 최대 하중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하중-변위 곡선

을 이용한 것으로써 벽체의 대각선 압축대 파괴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기에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실험

결과 주철근의 인장 변형은 발생하였으나 대각선 압축대

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5.1 강도

제안된 PC 벽체는 Fig. 16(b)와 같이 벽체 하부에 최

대 모멘트 M2가 발생하며, M1(= M2 / 2)이 발생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이 때, 전단력은 벽체 전체에 걸쳐 동일

한 값을 가진다(Fig. 16(c) 참조). 벽체 변형은 Fig. 16(d)

와 같이 선형으로 가정한다. 이는 PC 벽체의 경우 휨변

형과 전단변형의 크기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7(a)는 벽체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단면 해석을

통하여 항복강도와 최대 인장강도를 구할 수 있다. 

항복강도는 Fig. 17(b)에서 εs1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

을 때의 강도이며 평형방정식과 변형적합조건식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Fig. 17(b)에서 εs1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압축 변형률은 이

며, 압축 콘크리트 변형률은 이다. 중립

축 는 평형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β1은 콘크리트 설계 강도가 30 MPa와 55 MPa

사이 강도이므로 β1 = 1.09 + 0.008fc'을 적용한다.
11)

 (7)

(8)

여기서 T1y = As fy이며, T2 = εs2 EsAs, Cc = 0.85fc'abw이다.

위 식 (8)에서 구한 a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항복 강

도를 구할 수 있다.

(9)

(10)

최대 인장강도의 경우는 인장철근이 최대 변형률에 도

달했을 때 콘크리트의 파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압

축 변형률은 이며, 압축 콘크

리트 변형률은 이다. 인장철근이 최

대 변형률에 도달할 때 중립축 은 평형방정식으로부

터 다음 식 (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여기서 이며, 

이다. 는 벽체의 길이에서 피복두께를 뺀 값이다.
10)

최대 인장강도일 때의 등가 응력 블록의 길이는 식

(12)를 이용하여 구한다. 따라서, 최대 인장강도를 구하

면 다음 식 (13), (14)와 같다.

(12)

(13)

(14)

여기서 α는 구속 콘크리트의 등가 응력 블록의 매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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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ternal forces and displacement

Fig. 17 Strain and str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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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써 Perez et al.은 Paulay and Priestley의 저서를 인

용해 α= 0.9로 정의하였다.
10)

 이다.
10)

5.2 변형

일반적인 구조벽체의 경우 다음 식 (15)와 같이 휨에

의한 변형과 전단에 의한 변형, 그리고 주철근에 의한

변형의 합으로 구한다.
10)

(15)

여기서 ∆t는 전체 변형, ∆f는 휨변형, ∆s는 전단변형, ∆r

는 주철근에 의한 변형을 나타낸다.

 하지만 제안된 PC 구조 벽체의 경우 접합부에서 발

생하는 내력에 의한 변형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

서 전체 변형은 다음 식 (16)과 같이 수정된다.

(16)

여기서 ∆j는 접합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력(Mj)에 의한

변형이다(Fig. 18 참조).

접합부 상세는 Fig. 18(a)에 나타낸 것처럼 C형 접합부

를 벽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수평, 수직 방향으로 철근에

직접 연결하였다.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내력(Mj)은 Fig.

18(b)와 같이 주철근의 인장변형에 의해 접합부에서 발

생하는 모멘트로써 Mj = Pej로 나타낼 수 있다. 항복 변

형일 경우에는 Py = T1y가 되며, 최대 강도일 때의 변형

은 Pu = T1u을 적용한다.

5.2.1 항복 변형

항복 변형은 인장철근이 항복 강도 또는 항복 변형률

에 도달했을 때의 변형을 뜻하며, Fig. 17(a)에서 T1y = As fy

일 때의 변형이다.

횡하중이 작용할 경우 제안된 접합방식에서는 철근의

인장변형과 함께 C형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변형

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장철근이 항복

강도에 도달했을 때 변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18)

(19)

(20)

여기서 Ec는 콘크리트 탄성계수, Ic는 벽체의 단면2차 모

멘트, Gc는 콘크리트 전단계수, Ae는 유효전단면적(= 0.4Ag),
12)

ej는 주철근과 접합부 경계까지의 거리이다.

5.2.2 최대 변형

최대 변형은 인장철근이 인장강도 또는 인장 변형률에

도달 했을 때의 변형을 뜻한다. εs1이 인장 변형률에 도

달했을 때의 강도 T1u(=As fsu)가 작용한다. 따라서 식 (17),

(18)에서 Vy대신 Vu를 대입하여 휨변형과 전단변형을 구

한다. 그리고 식(19), (20)에서 T1y대신 T1u를 적용하여

Fig. 17(b)를 이용해 T2값을 수정한다. 이를 식 (19), (20)

에 대입하면 최대 강도일 때 주철근에 의한 변형과 접

합부에 의한 변형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5.2.3 개폐거동

제안된 시스템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합하는 완전 건식

방법이므로 접합부에서 Fig. 20과 같이 개폐거동(gap

opening)이 발생한다. 따라서, 벽체의 전체 변형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개폐거동에 의한 추가 변형을 반드시 고려하

여야 한다.
13)

 횡하중이 작용할 때 C형 접합부는 주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에 의해 모멘트가 작용하며 A-접합부와

B-접합부 사이에 서로 다른 형태로 변형을 일으킨다. 이

러한 변형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개폐거동이 발생하게 된다.

개폐거동에 의한 수평 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접합부의 변형 형태에 따른 수직변형을 알아보도록 한

다. 각 접합부는 Fig. 21(b)~(d)와 같이 단순 지지된 프레

임으로 치환할 수 있다. 각 접합부는 철근의 인장력 P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져 작용한다. A-접합부와 B-접합부

a점에서의 수직변형이 동일하다는 다음 식 (21)이 성립한다.

(21)

fcc′ fc′ 4.1fl+=

∆t ∆f ∆s ∆r+ +=

∆t ∆f ∆s ∆r ∆j+ + +=

∆fy

VyHw

3

3E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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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

VyHw

G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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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

T
1yd T

2
d
1

+( )Hw

2

3E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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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TyejHw

3

2E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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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aA δaB=

Fig. 18 Forces and free body diagram Fig. 20 Vertical displacement due to gap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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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A-접합부 a점에서의 수직변형이고, 는

B-접합부 a점에서의 수직변형이다.

먼저 P1값을 알아보기 위해 A-접합부 주철근의 인장

력(T1)이 작용하는 a점의 수직 변형을 구한다. 항복시 변

형은 T1y를 적용하며, 최대 강도일 때의 변형은 T1u를 적

용한다. 수직변형은 다음 식 (22)와 같이 가상일 법으로

구할 수 있다.

(22)

여기서 M0는 가상 단위하중에 의한 휨모멘트이며, M1은

실제 하중 P1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이다. Ib1는 ab부

재와 dc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이며, Ic1는 bc부재의 단

면 2차 모멘트이다.

하지만 A-접합부의 ab부재와 dc부재는 휨모멘트가 M0 =

0이므로 위 식 (22)에서 제1항과 제3항은 0이 되고 제2

항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수직 변형은 식 (2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3)

B-접합부의 변형은 A-접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다. 

(24)

위 식 (23), (24)을 식 (2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P1과

P2를 구할 수 있다.

(25)

s (26)

여기서 Isc1과 Isc2는 A-접합부와 B-접합부의 수직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이며, hj1과 hj2는 A-접합부와 B-접합부

의 높이이다(Figs. 20, 21 참조).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변형 δvA는 A-접합부

의 수직 변형을 기준선(점선)으로부터 계산한 값이다. 따

라서 개폐거동에 의한 수직변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ab부재의 처짐각을 구해야 한다. 처짐각은 A-접합부의 a

점에 가상 단위 모멘트를 적용하여(M1 = 1) 다음 식 (27)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7)

식 (27)에서 구한 처짐각을 이용하여 A-접합부의 수직

변형을 구하면 다음 식 (28)과 같다.

(28)

여기서 ej1은 A-접합부의 편심거리이며, lj1은 A-접합부의

길이이다.

이러한 수직 변형을 벽체 길이만큼 나누어 주면 식

(29)과 같이 벽체의 회전각을 구할 수 있다.

(29)

식 (29)를 이용해 항복시 개폐거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

평 변위를 구하면 다음 식 (30)과 같다.

(30)

따라서 모든 요소(휨변형, 전단변형, 철근 인장 변형, 접

합부 모멘트에 의한 변형,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들을 고

려한 변형을 구하면 PC 벽체의 전체 변형을 구할 수 있다.

5.3 변형 기여도

제안된 PC 접합부를 가진 벽체의 경우 총 5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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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Unit loa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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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변형 합으로 전체 변형을 구한다. 해석에 의해 구

해진 이론적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기서 ∆t는 변형에 기여한 각 요소들의 합을 의미하며

∆cal.는 상부 벽체의 변형과 하부 벽체의 변형을 모두 고

려한 해석값이다.

주철근의 항복이 발생했을 때 PC 벽체의 전체 변형은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이 88.4%로 전체 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철근에 의한 변형은 5.8%를 차지했으

며, 휨변형(3.8%), 전단변형(1.4%), 접합부에 의한 변형

(0.6%)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강도에 도달했을 때의 변

형도 항복 변형일 때와 마찬가지로 접합부 인장 변형에

의한 외부 변형과 개폐거동이 전체 변형의 약 89%를 차

지하였다. 

PC벽체의 변형을 각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건식 접합

부가 있는 PC 벽체의 경우,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물 접합에서

용접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C형 접합부 자체의 개폐

거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개폐거동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4 대각선 철근의 효과

대각선 철근이 있는 실험체의 거동은 주철근의 변형률

이 대각선 철근으로 분산되는 효과로 인해 하중-변위 곡

선(Fig. 10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실험체는 서로 다

른 거동 형태를 보이고 있다. SP1은 최대 하중과 최종

하중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SP2와 SP3는 하중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SP2의 경우 최대강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SP1실험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나

이 후 하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SP3는 전체적으로 다른 두 실험체와는 다르게 항복 이

후 하중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각선 철근

의 영향으로 Fig. 22와 같이 인장력이 추가로 발생하여

벽체의 전체 거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P2와 SP3

에는 4-D10의 대각선 철근이 이용되었으며 해석의 간편

함을 위해 대각선 철근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 인장력은

Fig. 22와 같이 주철근과 1/3 지점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발생하는 대각선 철근의 변형률은

주철근의 변형률과 관계되므로 다음 식 (34)와 같이 구

할 수 있다.

(34)

식 (34)를 평가하기 위해 Fig. 23과 같이 벽체 높이에

따른 주철근의 인장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상부 벽체의

변형률게이지 L3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며(Fig. 5참조)

층간변형률 1.5%에서의 변형률을 상호 비교하였다.

SP1과 SP3의 변형률을 비교한 결과 SP3의 변형률이

SP1에 비해 약 20%정도 작게 나타났다. 반면에 SP2의

변형률은 SP1보다 약 29%정도 SP3에 비해서는 약 61%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SP2 하부 벽체의 대각선 철근

의 영향으로 인해 상부 벽체의 변형이 다른 실험체에 비

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εd 1
L 2d

1
–

3 d c–( )
-------------------εs1–=

Table 2 Contribution of displacement

Displacement

components

At yielding At maximum

① (mm) ② (%) ③ (mm) ④ (%)

∆ f (mm) 0.567 3.8 1.034 3.8

∆ s (mm) 0.203 1.4 0.369 1.3

∆ j (mm) 0.094 0.6 0.175 0.6

∆ r (mm) 0.862 5.8 1.589 5.8

∆go (mm) 13.116 88.4 24.383 88.5

∆ t. (mm) 14.8(SP1) 27.6(SP1)

∆ test (mm) 27.1(SP1) 48.3(SP1)

∆ test / ∆ cal. 1.826 1.753

① Calculated displacements at yielding

② Ratio of components to total displacement at yielding

③ Calculated displacements at maximum

④ Ratio of components to total displacement at maximum

Fig. 23 Strain variation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along the PC wall height

Fig. 22 Section analysis for PC wall with diagonal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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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에 의해 발생하는 주철근의 변형률 감소는 약

30% 정도로 실험 결과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각선 변형을 발생시키는 전단변형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변형의 1.4%정도만 차지하

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5 해석 결과

Fig. 24와 Table 3은 실험체의 정가력 시 실험값과 해

석값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변형률(εs1)을 구하기 위해

각 실험체 주철근에 부착된 변형률게이지 값을 직접 대

입하였으며, 응력(fy, fsu)은 재료실험에서 구한 값을 대입

하였다. 실험체 콘크리트 강도는 SP1은 44.1 MPa, SP2와

SP3는 각각 46.4 MPa, 45.6 MPa이다.

위 5.1절과 5.2절에서 서술한 내용을 실제 실험값과 비

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각 실험체는 상부 벽체와 하부 벽체로 나누어져 있으

며 벽체 높이에 따른 변형은 기본 가정과는 달리 선형

으로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부 벽체와 하부 벽체의

강도와 변형을 각각 구한 뒤 더해줘야 한다. 대각선 철

근이 없는 PC 벽체 패널의 경우 Fig. 17의 방법을 이용

하여 강도를 구하며 대각선 철근이 있는 경우 Fig. 22의

방법을 이용한다. 변형의 경우 강도를 구한 방법과 동일

하게 Fig. 17과 Fig. 22를 이용해 구한 뒤 상부 벽체를

이용해 구한 변위와 하부 벽체를 이용해 구한 변위의

50%를 더해준다. Fig. 25는 SP2를 대상으로 해석 방법을

설명한 그림이다.

해석 결과 SP1은 실험값이 31.8%정도 크게 나타났으

며, SP2와 SP3는 5.7%~6.2%의 차이를 보였다. 최대강도

는 5.7%~6.9%정도 실험값이 작게 나타났다. 변위 측면

에서는 SP2의 항복 변위값이 10.1%정도의 오차를 보였

을 뿐 대부분의 실험값이 해석값보다 2배정도 크게 나

타났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C형 철물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전단벽

의 구조적 성능을 알아보았다. 실험과 해석을 통해 얻어

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PC 전단벽은 접합부 파괴로 인해 최종 파

괴가 발생하였다.

2) 대각선 철근 배근 유무에 따라 최대 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변위에서의 강도의 차이

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SP1 실험체의 경우 횡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주철근의 항복 이후 벽체 내부에

휨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SP2와 SP3의 경우

대각선 철근의 영향으로 인해 휨거동을 나타내지

않고 강체 거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단면해석으로 구한 강도값은 실험값과 아주 유사하

게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strength and displacement

Specimen

Strength Displacement

At yielding At maximum At yielding At maximum

Pty

(kN)

Pcal.y

(kN)

Ptu

(kN)

Pcal.u

(kN)

∆ty

(mm)

∆cal.y

(mm)

∆ty

(mm)

∆cal.y

(mm)

SP1 153.0 116.1 1.318 177.3 188.0 0.943 27.1 13.1 2.069 48.3 24.4 1.980

SP2 161.8 172.5 0.938 198.0 211.1 0.938 21.8 19.8 1.101 50.4 25.2 2.000

SP3 148.6 157.5 0.943 178.0 191.2 0.931 32.6 16.4 1.988 - - -

Pt : Test strength, Pcal. : Calculated strength, ∆t : Test displacement, ∆cal. : Calculated displacement

Pty

Pcal.y
-------------

Ptu

Pcal.u
-------------

∆ty

∆cal.y
-------------

∆ty

∆cal.y
-------------

Fig. 24 Comparison of test and analysis data

Fig. 25 Analysis of PC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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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변형을 구성하는 5개의 요소별 변형의 기여도를

구한 결과,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이 전체 거동의

86%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폐거동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대각선 철근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 주철근의 인장

변형률이 약 20%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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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새로운 수직 접합부를 가진 프리캐스트 벽체의 거동에 관한 연구이다. PC 벽체를 이용한 리모델

링 건설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립 방법이 필요하다. C형 수직 접합부를 가진 PC 벽체 시스템은 수직방향

의 벽체 사이의 휨모멘트를 전달하도록 하고, 반면에 벽체 중심에 있는 전단키는 전단력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수직 접합부는 벽체 단부에 서로 다른 방향의 슬롯 때문에 조립이 용이하다. 횡력을 받는 일자형 PC 벽체 시스템을 강

성, 강도 그리고 파괴 모드에 대해 기존의 RC 벽체와 비교하였으며, 힘과 처짐과의 관계와 접합부의 조기파괴에 관해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벽체 단부에 설치된 수직 철근이 먼저 항복하였고, 최종 변형은 접합부의 조기 파괴에 의해 결

정되었다. 그리고 벽체에서 효과적인 전단력 전달을 위한 대각선 철근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단면 해석을 통해

구한 강도와 변형은 실험값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특히,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핵심용어 : 프리캐스트 전단벽, C형 접합부, 개폐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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