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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inforced concrete members are designed to fail in flexural to lead ductile fracture. In the building structures,

the failure is typically imposed on beams to prevent damages in columns. However, progression of plastic collapse mechanism may

ultimately develop, a plastic hinge at the bottem end of the first floor column, which then can be subjected to shear or bond finally

due to large axial force and small shear span-to-depth ratio. In this study, 10 RC column specimens failed in shear after flexural

yielding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plastic hinge leng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factor affecting the plastic hinge length was an axial force. As an axial force increase, an axial strain and a ductility ratio

were decreased obviously. The test also shows the observed plastic hinge length was about 0.8~1.2d and the this result has dif-

ference compared with forward research.

Keywords : RC column, plastic collapse mechanism, plastic hinge length, axial force, shear after flexural yielding, axial strain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구조설계는 철근콘크리트 부

재의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단 내력이 휨 내력

보다 크게 하여 휨인장파괴가 선행 되도록 유도한다. 또

한 철근콘크리트 보에 소성 힌지(plastic hinge)가 발생하

도록 설계해서 보에서 파괴가 진행되도록 하여 기둥에는

피해가 적게 발생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진 설

계에서는 약 보-강 기둥의 설계 개념을 통하여 보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도록 설계한다. 하지만 강한 횡하중이 작용

할 경우 소성붕괴메커니즘에 의하여 소성힌지는 보의 양

단부에 발생한 이후 최종적으로 최하층 기둥 하부에도 발

생 할 가능성이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최하층 기

둥은 고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재의 단면 크기가 상

부층 기둥의 단면보다 일반적으로 크고 이런 단면이 큰

부재의 전단경간(모멘트 반곡점으로부터 소성힌지 하단부

까지의 거리)은 약 2~3 정도의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전단경간비가 비교적 작은 부재는 주근이 휨에 의해

항복했다고 하더라도 전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어

휨항복 후에 전단파괴하거나 휨항복 후에 부착파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파괴(휨항복 후에 전단파괴나 휨

항복 후에 부착파괴)는 휨항복 후에 파괴가 소성힌지에

집중되어 소성힌지 구역 내의 콘크리트가 휨압축파괴 하

는 경우(이하, 휨파괴)에 비하여 연성 능력이 작아진다.

또한 주인장철근이 항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성힌지 영

역에 핀칭효과(pinching effect)가 발생하게 되어서 에너

지 소산 능력이 저하된다.
1-3) 

지금까지 몇몇 연구자에 의하여 제안된 부재의 소성힌

지에 대한 연구
4-8)
는 축력, 콘크리트의 강도, 부재의 폭

등이 소성힌지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부

재의 연성이 증가한 후에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소성힌지

구간의 길이 예측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휨파괴

하는 부재의 연성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휨항복 후에 전단파괴하거나

휨항복 후에 부착파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

다. 또한 기둥은 보와는 다르게 축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이를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휨항복 후에 전단 또는

부착파괴하는 기둥의 연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연성과 소성힌지의 길이 변화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즉, 파괴시의 전체 소성힌지 길이가 아니라 연성의 변화

에 따른 소성힌지 길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성힌지의 길이 확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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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0개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 실험을 통

하여 축력, 반복하중의 종류 등이 소성 힌지 영역의 확

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체 계획

실험에서는 10개의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하였다.

10개의 부재는 하중 패턴과 횡방향 철근비에 의해 4개

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실험체에 가해지는 하중 패턴은

Fig. 1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이다. Fig. 1에서 M 하중패턴

은 단조하중을 나타내며, C1 하중패턴은 일방향 반복하

중을 나타낸다. 또한, C2 하중은 양방향 반복하중을 나

타낸다. 그룹 G1(M-00, -15, -30)의 3개 실험체는 단조

하중을 받으며 축력비(n)는 0, 15%, 30%로 변화한다. G2

그룹의 두 개의 실험체에는 하중패턴 C1이 작용하며, 축

력비는 15%와 30%이다. 그룹 G3과 그룹 G4의 실험체에

는 양방향 반복하중이 가력되지만, 횡방향 철근비가 각각

0.42%(그룹 G3 실험체), 0.63%(그룹 G4 실험체)로 다르다.

모든 실험체는 잠재 전단 강도비(Vn − aci /Vf 여기서 Vn − aci

는 ACI 318-08 code
9)
에 의해서 계산된 전단강도이고

Vf는 휨 항복시의 전단강도이다)가 1.23에서 2.46로 변화

하며, 주인장철근이 휨항복하고 난 후에 파괴하도록 설

계하였다. 실린더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된 콘크리트 평

균 압축강도는 약 27.7 MPa이다. 실험체의 재료 특성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2.2 실험체 형상, 실험 방법 및 측정

Fig. 2는 실험체의 형상 및 철근의 배근을 나타낸다.

실험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축력과 반복 하중

이 작용하는 상부 부분과 실험체를 고정하는 하부 부분,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중간 부분으로 구분된다.

실험체의 총 길이는 1,450 mm이며, 가력점으로 부터

하부까지의 거리가 630 mm로 전단 경간비가 3.0이다. 부

재의 단면 크기는 250 × 250 mm의 정사각형 단면이며 6

개의 주철근을 배근하였다. 

소성 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재 하부 부분

에 총 20개의 LVDT를 설치하여 축방향 길이 변화를 측

Table 1 The material properties

Column
fc'

(MPa)

Shear reinforcement Longitudinal tensile reinforcement
n

(%)
s

(mm)

ρt

(%)

At

(mm
2
)

fty
(MPa)

n

(ea.)

ρw

(%)

Aw

(mm
2
)

fly
(MPa)

G1

M-00 27.37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0

M-15 27.47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15

M-30 28.02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30

G2
C1-15 27.47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15

C1-30 28.02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30

G3
C2-00S 27.37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0

C2-15S 27.47 60 0.42 31.6 330.0 3 1.13 198.6 322.4 15

G4

C2-00L 27.37 40 0.63 31.6 330.0 3 1.13 198.6 322.4 0

C2-15L 27.47 40 0.63 31.6 330.0 3 1.13 198.6 322.4 15

C2-30L 28.02 40 0.63 31.6 330.0 3 1.13 198.6 322.4 30

M : monotonic loading, C1 : two half-reversed cyclic loading, C2 : two full-reversed cyclic loading, fc' : concrete cylinder strength,

s : stirrip spacing, ρ = A/Ac, At : total area of stirrup, Aw : area of longitudinal steel, fy : yield stress of steel, n : the number of tensile rein-

forcement, n = axial force / fc'Ac

Fig. 1 Loading patterns Fig. 2 Overall dimensions of specimens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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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Fig. 2(b) 참조). LVDT는 베이스 부분에서 가력

점 방향으로 각각 20, 70, 140, 200, 250 mm위치에 설치

하였다. 또한, 베이스 부분에서의 철근의 미끄럼을 측정

하기 위하여 베이스 하부에 길이 방향으로 2개의 LVDT

를 설치하였다. 

Fig. 3은 실험체 설치 상태 및 재하 사진이다. 실험은

2대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였다. 준정적 유압 액츄에이

터를 이용한 변위 제어를 통해서 횡방향 반복 하중을 가

력하였다. 부재가 비틀림 하중을 받아 면외 방향으로 뒤

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양 측면에 4개

의 롤러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비틀림 변형을 억제하였다.

종방향 엑츄에이터는 실험체에 축력을 가하며, P − ∆

효과를 고려하여 양단에 회전단를 설치하여 횡방향 처짐

에 따른 모멘트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실험은 실험체의

내력이 최대 하중의 약 80%까지 떨어질 때 종료하였다. 

3. 실험 결과

축력비가 30%인 실험체를 제외하고 다른 실험체에서

대부분 항복 변형률을 초과한 띠철근을 발견하였다. 축

력비가 30%인 고축력이 작용하는 실험체에서 띠철근이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강도 저하를 일으킨 주요 요인이

전단뿐만이 아니라 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주근의 좌굴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균열과 콘크리트의 박리는 소성 힌지 영역에 집중되었다.

축력이 없는 실험체인 M-00, C2-00S, C2-00L의 경우, 소

성 힌지는 기둥의 아래쪽에서 발생해서 점차 위쪽으로

진전되었으며, 전단 보강철근이 항복하면서 부재의 내력

이 감소하였다. 축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부재의 연성 능

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철근이 항복한 이후에 파괴는

소성힌지 구역에 집중되었고 부재의 변형이 증대함에 따

라서 소성힌지 구역의 콘크리트가 박리하였다.

Fig. 4는 실험 후 10개의 실험체의 하중-처짐 곡선을

나타낸다. M-00는 처짐이 82 mm가 되었을 때 액츄에이

터의 용량 때문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그림에서 횡하중

은 축력이 커짐에 따라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M-00의 최대 하중은 74.7 kN 이었지만, 축력비가

30%인 M-30의 횡하중은 120.9 kN이었다. 부재의 연성능

력은 축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축력비가 15%

인 M-15와 축력비가 30%인 M-30의 처짐연성비(µ∆)는

각각 8.7, 6.0이었다. 연성비의 증감은 반복하중을 받는

부재에서도 관찰되었다. Table 2는 부재의 최대 하중 및

최대 하중의 85%에 도달했을 때의 부재의 처짐과 처짐

연성비를 보여 준다. 처짐연성비를 정할 때 필요한 휨

항복 시의 처짐 ∆y는 Priestley 등의 제안 모델
7)
에 근거

하여 계산하였다. 

Fig. 5는 축력비와 처짐연성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처짐연성비는 축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감소하며

단조하중에 비하여 반복하중을 받는 부재의 연성능력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4. 소성힌지 구역의 축방향 변형률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전단경간비가 비교적

짧은 기둥의 소성힌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실험에서는 베이스 부분에서 가력점 방향으로 각각

20, 70, 140, 200, 250 mm위치에 LVDT를 설치하였으며,

−50, 20, 140, 200 mm위치의 주철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였다(Fig. 2 참조). 

4.1 단조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축방향 변형률

Fig. 6 (a)는 단조 하중 실험체(M-00, -15, -30)의 소성

힌지 영역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 표기된 축방향 변

형률은 Fig. 2에서 설명한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

이다. Fig. 6에서 C2-00L을 제외한 모든 실험체의 A~B

구간(베이스 구간) 에서는 변형률의 변화가 거의 없어 뽑

힘에 의한 철근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축방향 변형은 베이스 표면을 중심으로 기둥 방향으로Fig. 3 Lo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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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m 떨어진 B~E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축방향 변형률의 분포는 축력 및 처짐에 따라서 달라졌다.

축력이 없는 M-00 실험체의 경우 Fig. 6(a)와 같이 처

짐이 비교적 작은 구간에서는 베이스에서 20 mm 떨어진

B~C 구간에서 가장 큰 변형률 증가를 보인 반면 인접한

C~D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

짐이 10 mm 정도가 된 이후에는 베이스에서 70~140 mm

떨어진 D~E 구간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처

짐이 30 mm까지 증가하였을 때 베이스에서 140~200 mm

떨어진 E~F 구간의 축방향 변형이 증가하였으며, 이 구

간의 변형은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축력비가 15%인 M-15 실험체는 베이스와 가까운 B~C

구간(베이스에서 20 mm 떨어진 구간)에서 가장 큰 축방

향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베이스에서 20~200 mm 떨어진

C~E 구간은 부재의 처짐이 20 mm 이상 되었을 때 축방

향 변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베이스에서 200~250 mmFig. 4 Lateral force vs. deflection curve of specimens

Table 2 Calculated values from tset results

Column
Pmax

(kN)

∆y

(mm)

∆u

(mm)

∆85

(mm)
µ∆

G1

M-00  74.7(-00) 4.1 32.7 - -

M-15 105.6(-00) 3.1 10.5 27.0 8.7

M-30 120.9(-00) 3.2 5.4 19.2 6.0

G2
C1-15 102.8(-00) 3.6 5.5 19.1 5.3

C1-30 118.9(-00) 3.7 6.2 12.7 3.4

G3
C2-00S 67.96(-55.4) 2.5 28.2 39.3 15.7

C2-15S 100.5(-93.2) 3.6 6.1 19.2 5.3

G4

C2-00L  69.63(-66.4) 2.8 28.1 41.5 14.8

C2-15L  98.8(-77.8) 5.4 8.8 25.4 4.7

C2-30L 132.2(-103) 3.1 5.6 11.6 3.7

Pmax : maximum strength, ∆y : lateral deflection at flexural yield-

ing point, ∆u : lateral deflection at maximum strength, ∆85 : lat-

eral deflection corresponding to 85% of maximum strength,

µ∆ = ∆85 / ∆y

Fig. 5 Axial force ratio vs. deflection ductil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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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F~G구간에서는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축력비가 30%인 M-30 실험체는 축력비가 작거나 없

는 실험체에 비하여 축방향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

생하였다. M-30 실험체는 베이스에서 70~140 mm 떨어진

D~E 구간에서 축방향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축방

향 변형률의 크기는 축력비가 낮은 실험체인 M-00 및 M-

15의 축방향 변형률에 비하여 약 30%에 지나지 않았다.

축력이 클수록 각 구역은 전체적으로 작은 축방향 변

형률을 보여주었고 콘크리트의 내력이 증가하였다. 이는

축력이 직접적으로 축방향 변형률에 영향을 주어 콘크리

Fig. 6 Axial strain vs. deflection of each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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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인장 변형을 억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M-15 실

험체는 최고 하중이 유지된 후 처짐이 20 mm 정도 발생

하였을 때 내력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는데 각 구간의 축

방향 변형률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시점과 일치하였다.

M-30의 경우 최고 하중 직후 내력이 유지되지 않았다.

축력은 초기 균열의 확장을 구속하지만 어느 정도의 처

짐 이후 균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4.2 반복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축방향 변형률

Figs. 6(b)와 7(c)는 일방향 반복 하중 및 양방향 반복

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축방향 변형률-처짐 곡선이다. 반

복하중이 작용함에 따라서 축방향 변형률은 증가하였지

만, 증가하는 비율은 축력에 따라서 달라졌다.

일방향 반복하중을 받는 C1-15 및 C1-30 실험체의 축

방향 변형률의 변화형태는 단조하중을 받는 실험체와 유

사하였다. 실험체 C1-15 에서는 C~D, D~E 구간의 변형

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C1-30 실험체는 C~D 구

간의 축방향 변형률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였다. B~C,

D~E, F~G 구간에서는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였다. 

축력이 없고 양방향 반복 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축방

향 변형률(실험체 C2-00S 와 C2-00L)은 Fig. 6(c)와 같이

동일한 처짐의 위치에서 단조 하중이나 일방향 하중을

받는 실험체에 비하여 축방향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축력이 없을 때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은 양방향으로 반

복 하중이 진행하면서 철근의 변형의 폭이 커지게 됨에

따라 잔류 변형이 증가하고 부착 내력 감소로 인한 미

끄러짐의 증가로 커지게 되었다. 

축력비가 15% 이상인 실험체(실험체 C2-15S, C2-15L,

C2-30L)의 축방향 변형률은 동일한 처짐의 위치에서 단

조 하중이나 일방향 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축방향 변형

률과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축력이

있는 경우 축력이 없는 실험체에 비해서 축방향변형이

크게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력이 철

근의 변형을 억제하고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효과를 발휘

하여 철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축력의 영향

이 연구에서는 하중 패턴 및 축력비에 따라서 변화하

는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다

만,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은 측정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

지기 때문에 하중과 처짐에 대한 2개의 기준점을 정하

고 각각의 기준에서 측정한 축방향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부재의 최대 처짐은 부재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

서 축방향 변형률을 최대 처짐 근처에서 측정한 경우와

최대 하중 근처에서 측정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Fig. 7은 처짐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체의 처짐값이

20 mm일 때의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을 비교한 경우이고

Fig. 9는 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체의 최대하중의 85%

Fig. 7 The maximum axial strain varied with axial force at 20 mm (constant loading pattern)

Fig. 8 The maximum axial strain varied with axial force corresponding to 85% load of the peak (constant load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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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했을 때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의 최대값을 비교

하였다. 그림에서 축방향 변형률은 축력비가 증가함에 따

라서 대체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조하중

이나 일방향 하중과 같이 가력 방향이 일정한 경우는 축

방향 변형률의 감소 비율이 크지 않았다. 양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축력비가 15%인 경우에 축방향 변형

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4.4 하중 패턴의 영향

Figs. 9와 10은 축력비를 일정하게 하고 하중 패턴에

따라서 변화하는 축방향 변형률의 최대값을 나타낸다.

Fig. 9는 수평 변위 20 mm를 기준으로 하였고, Fig. 10은

Fig. 8과 마찬가지로 최대하중의 85%에 해당하는 단계

에서 변형률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축방향 변형률은

축력비가 없는 경우에는 하중 패턴이 단조에서 양방향으

로 바뀜에 따라서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축력비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하중 패턴에 따라서 특

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축력이 크게 작용하

는 경우에는 축방향 변형률의 절대값이 작고, 하중 패턴

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소성힌지의 길이

소성힌지 구역에 설치된 LVDT로 측정한 변형률 데이

터를 바탕으로 소성힌지 길이를 예측하였다. 산정 기준

은 실험체들의 하중이 최대 하중의 85%가 되는 시점에

서 각 구역의 좌, 우 LVDT 변형률의 차를 통해 곡률을

계산하고 이 값을 실험체가 항복할 때의 곡률과 비교하

여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이

영역에서는 소성힌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ig. 11

은 단위 변위별 곡률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에서 x축은 LVDT를 통해서 계산한 곡률을 항복곡률로

나누어서 나타낸 값이고 y축은 기둥의 밑단부터의 거리

이다. 이를 통해서 각 구역의 곡률 분포를 항복곡률(Fig.

11에서 빨간 점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실험체에서

LVDT가 설치된 잠재소성힌지 영역 전반에 걸쳐 큰 변

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산정한 소성힌지 길이는 Fig. 12에 나타내

었다. Fig. 12는 10개의 실험체를 그룹별로 나누어 축력

비를 X축에 표시하고, Y축에는 소성힌지 길이를 유효폭

d로 나누어서 표시한 그래프이다. M-00의 경우 실험기

기의 용량문제 때문에 최대 하중의 85%가 되는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충분한 소성영역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약 40 mm 정도에서의 LVDT 변형률을 기준으

로 산출하였다. 실험결과 소성힌지의 길이는 C1-15의 실

험체의 경우 약 0.7 d 정도였고 다른 실험체들은 약

1.0~1.4 d 였으며 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소

폭 증가하였으며 하중패턴과는 거의 무관하였다. 앞선

4.3절에서 축력은 기둥 부재의 축방향 변형률에 가장 많

Fig. 9 The maximum axial strain varied with loading pattern at 20 mm (constant axial force)

Fig. 10 The maximum axial strain varied with loading pattern corresponding to 85% load of the peak (constant ax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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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축력의 영향에 따

라서 축력이 클수록 반복하중이 작용하는 그룹 2, 3 그

리고 4에서 소성힌지 길이가 약간 늘어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이는 부재에서 일정 처짐이 발생한 후 실험체

에 작용하는 축력이 P-∆ 효과를 통해 곡률에 영향을 주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자
4-8)
의 제안식을 살펴보면, Baker

4)
는 횡보강

근에 의하여 구속된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를 보강근의

종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위험단면에서 반곡점까지의

거리, 단면의 유효폭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Corley,
5)
 Mattock

6)
등은 위험단면에서 반곡점까지의 거리,

단면의 유효폭만을 변수로 하여 소성힌지 길이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Paulay and Priestley
7)
는 철근의 축방향 변형

을 고려하여 철근의 신장을 고려한 식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기존 연구는 주로 휨인장파괴하는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전단경간비가 짧아 휨항복

후에 휨전단파괴하는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 평가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많이 발표되지 않았다. 주철근이 휨에 의해

항복하는 부재라고 하더라도 전단경간비가 작을 경우 최

종적인 파괴과정에서는 전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연구 결과는 이 실

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최근 Bae
8) 
등은 기

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이 식은 소성힌지 영역의 확장에 영향을 주는 축력과 주

철근의 철근비를 고려하였다.

Fig. 12를 보면 Baker, Paulay and Priestley와 Bae의

식을 통해 얻은 소성힌지 길이와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

험의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ker

의 평가식을 통해 계산한 소성힌지 길이는 축력과 무관

하게 0.7d로 일정하였다. 이에 반해 이 실험 결과는 축

Fig. 11 Curvature distribution of specimens

Fig. 12 The experimental plastic hinge length compared with

other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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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는 경우에는 약 1.0~1.3d이며 축력이 있는 경우

에는 약 0.7~1.4d로 Baker
4)
가 제안한 식의 소성힌지 길

이와 크게는 2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낸다. 축력을 고려

하지 않았지만 철근의 신장을 고려하여 평가한 Paulay

and Priestley
7)
의 소성힌지 길이는 0.77d로 일정하였다. 축

력을 고려한 Bae
8)
의 제안식에 의하면 소성힌지 길이는

약 0.3d에서 0.64d로 변화하였다. Bae의 식은 이 실험 결

과에 적용하였을 때 축력을 고려하였음에도 Baker의 식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 실험은 L/h값이 2.52

로써 Bae가 수행한 실험체보다(L/h = 5, 7) 전단의 영향

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균열의 형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자들의 제안식
4-8)
을 이 실험체에 대입했을 때

다소 큰 차이를 보인 큰 이유는 전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휨파괴 하는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와 비교했을

때, 이 실험의 결과로 얻은 모든 실험체의 소성힌지 길

이가 더 큰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재를 지배하는 외

력에 따라서 균열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휨항복 후에

전단파괴하는 부재에는 사인장균열이 발생하며 사인장균

열의 균열발생영역은 휨균열의 균열발생영역보다 넓다.

휨균열은 부재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

하지만, 이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발생하는 전단에

의한 사인장균열은 부재의 길이방향과 약 45°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Figs. 13, 14 참조).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전단경간비가 비교적 짧아 휨항복 후에

전단파괴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대한 실험에 근거하

여소성힌지 길이를 평가하였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실

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에서 설정한 3가지 변수 중에서 축력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축력이 클수록 축방향 변형률

과 연성비의 감소가 뚜렷했으며, 소성힌지의 영역

은 약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2) 휨항복 후에 전단파괴하는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는

휨파괴하는 부재의 소성힌지 길이보다 더 큰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휨부재에 발생하는 균열은 부재

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균열이 생기지만, 전

단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은 부재의 길이

방향과 약 45
o
 방향으로 균열이 진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이 실험 결과 소성힌지 길이는 약 0.7~1.4d였고 이

는 기존의 제안식에 대입했을 때 크게는 약 2배 가

까이 차이나는 결과였다. 기존의 연구는 전단의 영

향이 크지 않은 휨부재에 대한 평가식이었기 때문

에 휨전단파괴하는 부재에는 적용했을 때 큰 차이

가 발생하였다. 

4) 소성힌지 길이를 산출하는 데는 축력의 영향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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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crack patternsaccording to the axial force

Fig. 13 Comparison between flexural cracked member and

shear cracke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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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휨인장 파괴가 선행 하도록 구조설계한다. 또한 보에서

파괴가 진행하도록 하여 기둥에는 피해가 적게 발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소성붕괴메카니즘에 의하여 소성힌지는 보의

양단부에 발생한 이후 최종적으로 최하층 기둥의 하부에도 발생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최하층 기둥은 축력이 크

게 작용하고 전단경간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휨항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단파괴하거나 부차파괴하여 설

계보다 취성적으로 파괴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휨항복 후 전단파괴하는 10개의 실험체를 통해 소성힌지 영

역의 변형율과 길이 확장에 주는 요소에 대해 파악하였다. 실험결과 세 변수 중에서 축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

데 축력이 클수록 축방향 변형률과 연성비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성힌지 길이는 약간 늘

어났다. 실험을 통해서 산출한 소성힌지 길이는 약 0.7~1.4d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평가식과 차이를 보

여주었다. 

핵심용어 : RC 기둥, 소성붕괴메카니즘, 소성힌지 길이, 축력, 휨전단파괴, 축방향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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