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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beam-column connections using 600

MPa re-bars for beam flexural reinforcement. Three full scale specimens of interior beam-column connection and two specimens

of exterior beam-column connection were tested under cyclic loading. The specimens were design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pecial Moment Frame according to current design cod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specimens with 600 MPa re-bar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specimen with 400 MPa re-bar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bond-slip increased in the beam-column

joint. However, the load-carrying capacity, deformation capac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the specimens with 600 MPa

re-bar were comparable to those of the specimens with 400 MPa re-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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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구조물의 대형화, 경량화로 인하여 구조 재

료의 고강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고강도 철근의 사용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휨 부재의 인장 철근을 기존 SD400대신 SD600 고

강도 철근으로 대체할 경우 철근의 항복 강도가 1.5배

증가함에 따라 동일 휨 성능을 위한 철근량이 약 2/3로

감소하거나 부재 단면적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설계

가 가능하다.

그러나 KBC 2009
1)
 및 ACI 318-08

2)
에서는 내진용 특

수 모멘트 골조의 설계는 SD400급의 철근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ACI-ASCE 352
3)
에서는 고강도 철근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강도 철근을 접합부에 사용할 경우

접합부의 철근 부착 미끄러짐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산이

감소하고 접합부의 전단 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SD600 철근을 사용한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내진성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재훈 등
4)
은 SD700을 사용하여 1/2 스케일을 갖는 11개

의 십자형 내진 접합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착

부의 철근 정착 길이가 현행 설계기준보다 짧게 설계되

어 핀칭 거동을 보였으며, SD700을 횡보강근으로 사용

한 경우 최대 강도 도달 이후 급격한 강도 감소가 발생

하여 내진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gget 등
5)
은 500 MPa 철근을 사용하여 기둥 단면 깊

이 비(hc / db)가 32.5인 2/3 스케일을 갖는 4개의 십자형

내진 접합부 실험을 수행하였다. 뉴질랜드 설계기준 NZS

3101:1995
6)
을 적용한 결과 500 MPa 철근을 보 휨철근으

로 사용하는 경우 접합부에서 부착 미끄러짐이 발생하였

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2003년 NZS 1170.5:2004
7)
에서 보

인장 철근 직경에 대한 기둥단면 깊이 비(hc / db)가 25%

증가하여 더욱 보수적으로 개정되었다.

Brooke 등
8)
은 500 MPa 철근을 사용하여 기둥 단면 깊이

비(hc / db)가 27 ~ 32인 2/3 스케일을 갖는 4개의 십자형

내진 접합부 실험을 수행하였다. 4개의 실험체 중 2개의

실험체가 보 인장 철근의 부착 파괴를 보였으나 hc / db를

NZS 3101:1995
6)
의 규정보다 13~24% 작게 설계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내진성능 평가 기준을 만족하거

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발휘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3

년 개정된 500 MPa 철근의 보-기둥 접합부 설계 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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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위의 실험 연구는 보 휨철근에 SD500, SD700급의 고

강도 철근을 사용한 접합부의 내진 성능에 대해서 상반

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존 연구는 기둥 단면 깊이 비

(hc / db)가 27~32.5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SD50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여 기둥 단면 깊이 비(hc / db)가 20 근처인

실물 크기 내진 접합부 실험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십자형 내부 접합부에 관한 연구로

서 외부 접합부에 대한 실험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고

강도 철근인 SD600을 보 휨철근으로 사용한 접합부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보 휨철근에 SD400을 적용한 경우와 SD600을 적

용한 내진 접합부를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였다.

2) 주기하중을 받는 세 개의 내부 접합부 실험체(십자형

실험체)와 두 개의 외부 접합부 실험체(T형 실험체)에 대

한 실물 크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강도, 변형 능력, 에너

지 소산 능력를 평가하였으며, SD600 고강도 철근을 사

용한 보-기둥 접합부가 ACI 374
9)
에서 요구하는 내진 성

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3개의 십자형 실험체 S1, S2, S3와 2개의 T형 실험체

S4, S5가 제작되었다(Table 1, Fig. 1). 실험체는 강기둥-

약보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콘크리트 보

및 기둥 콘크리트 설계에는 KCI 2007
10)

 및 ACI 318-08
2)

의 특수 모멘트 골조 규정을 사용하였다.

Table 1에 실험체의 변수가 나열되었다. 기둥과 보의 콘

크리트 강도는 32 MPa이며,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D19:

440 MPa, D22: 520 MPa, D25: 465 MPa, D29: 510 MPa이

Table 1 Summary of experimental program

Specimens
Cruciform T-shape

S1 S2 S3 S4 S5

Beam

(1) Dimensions (b × h) (mm × mm) 350 × 500

(2) Concrete strength (MPa) 32

(3) Top re-bars (ρ
1)
, %)

5-D25 + 2-D19

(1.98)

5-D22

(1.23)

5-D22

(1.23)

4-D22 + 3-D19

(1.53)

4-D22

(0.99)

(4) Bottom re-bars
4-D22

(0.99)

3-D22

(0.74)

3-D22

(0.74)

3-D22

(0.74)

2-D22

(0.50)

(5) Type of reinforcement
3)

SD400 SD600 SD600 SD400 SD600

(6) Stirrup (type of re-bars) D10 (SD400)

(7) Nominal positive moment capacity
2)
 M

n

+

 (kNm) 327.5 334.5 334.5 252.0 230.9

(8) Nominal negative moment capacity
2)
 M

n

-

 (kNm) 533.3 517.8 517.8 438.1 430.1

Column

(9) Dimensions (b × h) (mm × mm) 500 × 550 500 × 550 500 × 450 500 × 550 500 × 550

(10) Concrete strength (MPa) 32

(11) Re-bar ratio (ρ
1)
, %) 2.80 2.80 3.43 2.80 2.80

(12) Type of reinforcement
3)

SD400

(13) Tie (type of re-bars) D13 (SD400)

(14) Nominal flexural moment capacity
2)
 (kNm) 794.3 794.3 612.3 794.3 794.3

(15) Development length - design (mm) (hc / db) 550 (22.0) 550 (25.0) 450 (20.5) 497 497

(16) Development length required - ACI 318 (mm) 500
4)

440
4)

440
4)

288
6)

432
6)

(17) Development length required - ACI 352 (mm) 476
5)

629
5)

629
5)

314
7)

470
7)

(18) Ratio of column moment capacity to beam 

moment capacity
1.85 1.86 1.44 2.30 2.40

(19) Ratio of joint shear capacity to shear demand = 1.06 = 1.06 = 0.87 = 1.62 = 1.71

1)
ρ = As/bd

2)
Capacity of cross-s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material tests

3)
Yield strength : (SD400 D19− fy= 440 MPa), (SD400 D22− fy= 520 MPa), (SD400 D25− fy= 465 MPa), (SD400 D29− fy= 510 MPa),

(SD600 D22 − fy = 710 MPa)
4)
hc = 20db = 20 × 25 = 500, hc = 20 × 22 = 440

5)
hc = 20db(fy / 420) = 20 × 25 × (400/420) = 476, hc = 20 × 22 × (600/420) = 629

6)
ldh = fydb / 5.4 / = 400 × 22 / 5.4 / = 288, ldh = 600 × 22 / 5.4 / = 432

7)
ldh = αfydb / 6.2 / = 1.25 × 400 × 22 / 6.2 / = 314, ldh = 1.25 × 600 × 22 / 6.2 / = 470

1944kN

1843kN
--------------------

1944kN

1826kN
-------------------- 1944kN

1843kN
--------------------

1944kN

1843kN
--------------------

1944kN

1843kN
--------------------

fc′ 32 32

fc′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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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D600 철근의 항복강도는 D22: 710 MPa이다(Fig. 2).

주요 실험 변수는 내부 접합부에서 보 주인장 철근 강도

(S1: SD400, S2와 S3: SD600)와 접합부 전단강도(S2: = Vn

/ Vu = 1.12, S3: Vn / Vu = 0.92), 외부 접합부에서는 보 주

인장 철근 강도(S4: SD400, S5: SD600)이며, 세부 사항

은 Table 1에 나열하였다. 동일한 보-기둥 접합부 형태의

실험체들은 비슷한 보의 휨 모멘트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

였다(Table 1(7), (8)). SD400을 사용하는 S1의 보 상부 철

근비는 1.98%, 하부 철근비는 0.99%이며, S2, S3는 SD600

철근을 적용함에 따라 철근비는 1.23%, 0.74%로 감소하였

다. S4(SD400)의 보 상부 철근비는 1.53%, 하부 철근비는

0.74%이며, S5는 600 MPa 철근을 적용하여 0.99%, 0.50%

로 감소하였다. 강기둥-약보 설계 개념을 만족하기 위하

여 기둥 철근비는 기둥 춤이 줄어든 S3를 제외하고는 모

두 2.80%로 설계하였다. 보 스터럽 및 기둥 타이근에는

모두 D10(SD400), D13(SD400) 철근을 사용하였다.

KCI 2007,
10)

 ACI 318-08
2)
의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는

내부 접합부를 관통하는 보 인장 철근의 미끄러짐을 제

한하기 위하여 최소 정착 길이를 기둥 깊이 hc와 철근

직경 db의 비로 정의한다. ACI-ASCE 352
3)
는 철근의 항

복강도 fy를 추가로 고려하여 고강도 철근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1(16), (17)). 

 for KCI 2007, ACI 318-08 (1a)

for ACI-ASCE 352 (1b)

정착을 위한 실험체의 기둥 깊이는 S1, S2에서 550 mm

이며, S3에서 450 mm이다(Table 1(15)). 정착 깊이비 hc /

db는 S1은 22.0, S2는 25.0이며, S3은 20.5이다. SD600

철근을 사용한 내부 접합부 실험체(S2, S3)의 정착 길이

는 ACI 318-08
2)
의 기준(식 (1a))은 만족하였으나 ACI-

ASCE 352
3)
의 기준(식 (1b))은 만족하지 못하였다.

KCI 2007,
10)

 ACI 318-08
2)
은 외부 접합부에서 90

o
 표준

갈고리로 정착하는 경우 정착 길이를 철근의 항복강도

fy와 철근 직경 db, 콘크리트 강도 (또는 fck)의 비로

정의한다. ACI-ASCE 352
3)
는 철근의 재료 초과계수 α =

1.25를 추가로 고려하며, Table 1(17)에서는 fy= 400 MPa

(SD400), fy = 600 MPa(SD600)을 사용하였다(Table 1(16),

(17)).

 

for KCI 2007, ACI 318-08 (2a)

for ACI-ASCE 352 (2b)

식 (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갈고리 철근의 피복 두께

가 50 mm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험체 S4, S5의 갈고리 철

근의 피복 두께는 53 mm로 요구 조건을 만족하였다. 고

강도 철근을 사용한 실험체 S5의 정착 길이는 497 mm

로 ACI 318-08
2)
 및 ACI-ASCE 352

3)
의 기준(식 (2))을

만족하였다. 

KCI 2007,
10)

 ACI 318-08,
2)
 ACI-ASCE 352

3)
는 외부 접

합부에서 90° 표준 갈고리 정착은 인장 정착 길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철근 굽힘 이전까지의 정착 길이에 대

하여 KCI 2007,
10)

 ACI 318-08
2)
에서 정의하는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평가하였다.

 for KCI 2007, ACI 318-08 (3)

hc

db
----- 20≥

hc

db
----- 20

fy

420
---------≥

fc′

ldh
fydb

5.4 fc′
-----------------≥

ldh
αfydb

6.2 fc′
-----------------≥

ldb
fydb

4 fc′
-------------≥

Fig. 1 Details of test specimens

Fig. 2 Stress-strain relation of re-bars



59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 (2011)

식 (3)은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로 실험체

S4, S5의 정착 길이는 497 mm이다. 식 (3)에 의한 보 하

부 철근 압축 정착 길이가 S4는 389 mm, S5는 583 mm

로 S5는 KCI 2007,
10)

 ACI 318-08
2)
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접합부의 전단강도 Vn은 접합부 형태에 따라 식 (4)와

같이 정의되며, Aj는 접합부에서 전단을 유발하는 철근

의 면과 평행한 접합부 내의 유효단면적이다.

 for 두면 구속의 경우 (4a)

  for 구속이 없는 경우 (4b)

S1, S2, S3의 십자형 접합부 전단강도는 식 (4a)로 정

의되며, T형 접합부 S4, S5는 식 (4b)로 정의된다. 식 (4)의

전단강도 Vn은 접합부에 작용하는 요구 전단력 Vu이상이

어야 하며, Vu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Cb1 = As1αfy, Tb2 = As2α fy, Vc는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력이며, 기둥 상부에 작용하는 횡하중 Pn(Fig. 3)과 동

일하다(Table 1(19)). 강기둥-약보로 설계된 콘크리트 보-

기둥 접합부의 경우 접합부에서 보의 인장 철근이 항복

하는 것을 가정하여 하중 재하 능력 Pn(= Vc)을 구할 수

있다. 접합부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조건에 의하여 접합

부의 하중 재하 능력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Vbp, Mbp는 보 하부근의 항복에 의한 전단력, 모

멘트, Vbn, Mbn은 보 상부근의 항복에 의한 전단력, 모멘

트, l은 보의 순길이, h는 기둥의 유효 높이, hc는 기둥

단면 깊이다.

접합부 전단강도 대 요구 전단력의 비는 S1: 1.06, S2:

1.06, S3: 0.87, S4: 1.62, S5: 1.71로서 S3을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서 1.0 이상으로 기준을 만족하였다(Table 1(19)).

Fig. 4는 내부 접합부 실험체와 외부 접합부 실험체의

설치 상태를 나타낸다. 실험체의 순 스팬은 4,760 mm이

며, 순 기둥 높이는 2,100 mm이다. 기둥 하부는 핀 지지

되었으며, 보 양끝은 좌우 횡 변위가 가능하도록 롤러 지

지 되었다. 실험 중 실험체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 양단과 기둥 사이의 콘크리트 보에 횡 지지를 설치하

였다. 기둥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접합

부 철근 정착 및 접합부 전단강도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

로 판단된다. 횡하중은 기둥 상부에서 최대 용량 2,000 kN,

최대 스트로크 250 mm인 가력기를 사용하여 반복 가력

을 하였으며, 하중 계획은 Table 2와 같다. 층간 변위비

가 3.0% 이상인 경우 0.5%씩 증가시키면서 3 싸이클을

반복 가력하였다. 변위계를 이용하여 실험체의 층간 변

위 및 패널존 변형을 계측하였다. 

Vn 1.25 fc′= Aj

Vn 1.0 fc′= Aj

Vu Cb1 Tb2 Vc–+=

Pn

Vbp Vbn+( )l
h

------------------------------
Mbp Mbn+( )l
h l 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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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Calculation of load-carrying capacity of concrete beam-

column joints

Fig. 4 Test setup

Table 2 Loading plan for test specimens

Cyclic test
Story drift angle

(%)

Displacement

(stroke of actuator) (mm)

3 cycles ± 0.25 ± 5.25

3 cycles ± 0.5 ± 10.5

3 cycles ± 0.75 ± 15.75

3 cycles ± 1.0 ± 21.0

3 cycles ± 1.5 ± 31.5

3 cycles ± 2.0 ± 42.0

3 cycles ± 2.5 ± 52.5

3 cycles ± 3.0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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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하중-변위 관계

Fig. 5는 주기하중을 받는 실험체의 기둥 상부 수평하

중과 층간 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층간 변위는

실험체 기둥 상부의 수평 변위를 나타내며, 층간 변위비

는 층간 변위를 기둥 유효 높이(2,100 mm)로 나눈 값이다.

Fig. 5에서 부재의 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 는

최대 하중의 75%에 해당하는 층간 변위각이며, , P
−

n

는 보 단부의 소성 모멘트에 근거하여 식 (6)에 의해 계

산된 보-기둥 접합부의 하중 재하 능력이다. 

십자형 실험체의 경우(Fig. 5(a)~(c)) 층간 변위각 2%

근처에서 최대 하중을 보였다. 보 인장 철근으로 SD600

을 사용한 S2, S3의 최대 하중이 SD400을 사용한 S1보

다 다소 큰 변형에서 발휘되었으며, 이는 SD600이 항복

하기 위해서는 SD400보다 더 큰 변형률에 도달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철

근 강도에 관계없이 3.5% 층간 변위각에서 최대 하중의

75% 이상을 발휘하였다. 주기하중을 받는 동안 접합부

내에서 보 인장 철근의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핀칭 현상

이 발생하였다.

T형 실험체의 경우 층간 변위각 1% 근처에서 최대 하

중을 보였으며, 십자형 실험체와 동일하게 SD600을 사용

한 S5의 최대 하중이 S4보다 다소 늦게 발휘되었다. 변

형 능력은 보 단부에 부모멘트를 유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SD600을 사용한 S5가 3.5% 층간 변위각으로 3% 층간

변위각을 보인 S4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S5는

δ
max

+ δ
max

-

Pn

+

Fig. 5 Lateral load-story drift ratio relationship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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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에 비하여 접합부에서 철근의 미끄러짐에 의한 핀칭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십자형 실험체의 실제 하중 재하 능력은 S1, S2의 경우

식 (6)으로 예측한 하중 재하 능력  또는 P
−

n의 1.03~

1.06배 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기하중을 받는 경우

SD600을 사용한 S2의 하중 재하 능력을 기존 평가식으

로 평가 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접합부 전단력을

부족하게 설계한 S3의 경우 하중 재하 능력은 예측값의

0.90~1.04배로 음의 방향 실험강도 P
−

가 평가식 P
−

n보다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T형 실험체 S4, S5의 경우 예측

값의 1.08~1.14배의 실제 하중 재하능력을 나타냈으며, 따

라서 예측값은 접합부의 실험강도를 다소 보수적으로 평

가하였다.

3.2 파괴 양상

Fig. 6은 실험 종료 후의 각 실험체의 파괴 양상을 나

타낸다. S1, S2, S5는 모두 보 철근이 항복한 후 접합부

철근이 미끄러지면서, 접합부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고

기둥과 보의 피복이 탈락하는 보항복-접합부 철근 미끄

러짐 파괴 양상을 보였다. S3는 S2에 비하여 접합부 전

단 파괴가 추가되어 보항복-접합부 철근 미끄러짐-접합

부 전단 파괴 양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중

재하 능력이 감소하였다. S4는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하

여 보 하부 인장 철근이 파단하는 보 항복형 파괴가 발

생하였다.

S2(SD600)에 적용된 hc / db = 24로서 Figs. 5, 6의 결과

로 보아 보 휨철근으로 SD600을 사용하는 경우 hc /

db = 24까지는 SD400을 사용한 경우와 접합부의 성능차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S1, S2 비교). 반면 S3 실험 결

과는 패널존 피복 콘크리트의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에서 제시하는 전단 성능을 만족시

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S4, S5는 층간 변위각 3%까지 동일하게 보와 접합부

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S5(SD600)는 S4(SD400)와 같

이 보 항복 거동을 보였으나 Fig. 6(f)에서 보듯이 층간

변위각 4%에서 보 반대편 기둥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하

였다. 주기하중 하에서는 철근에 큰 인장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서 역방향 하중이 작용할 때, 철

근에 압축항복응력이 발생한다. 특히, 외부 접합부에서는

철근양이 적은 하부 철근에 큰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부

착응력이 저하되고 갈고리 정착으로 인하여 압축을 위한

직선 정착 길이가 감소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5

실험체에서는 하부 철근의 압축 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반복 하중 재하시 압축 미끄러짐

이 발생하여 기둥면 피복 콘크리트의 탈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D600 철근을 외부 접합부에 사용시에

압축 정착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큰 인장

소성 변형에 의하여 압축항복이 발생하는 하부 철근의

설계시에 주의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 5(e)에서 알 수 있듯이, 보 하부 철근의 미끄러짐

에 의한 기둥면 피복 콘크리트 탈락이 발생하여, 보에 부

모멘트가 작용할 때보다 정모멘트가 작용하는 구간에서

핀칭 현상이 더 뚜렷하였다.

3.3 접합부 휨철근 변형률

Fig. 7은 실험체 S1, S2, S3에서 기둥면 내부(gauge 1)

와 외부(gauge 2)의 보 상부철근 변형률을 나타낸다. 세

실험체 모두 보 항복(gauge 2)이후 철근의 항복이 접합

Pn

+

Fig. 6 Failure modes of test specimens at the end o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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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부로 침투하여 접합부 내부 철근(guage 1)도 항복

하여 보항복-접합부 파괴를 나타내었다. 내부 철근의 항

복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로 접합부 내부 철근의 변형률

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부 철근의 변형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S1~S3 실험체의 변형은 접합부 내 철

근의 미끄러짐과 항복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Fig. 8은 접합부의 중간 위치에서 변형률 게이지로 계

측된 철근의 변형률 변화를 보여준다. Fig. 8(a)는 내부

접합부 실험체 S1, S2, S3의 접합부에서 상부 휨철근(S1:

D25, S2와 S3: D22)의 변형률을 나타내며, Fig. 8(b)는

하부 휨철근(D22)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SD400을 사용

한 S1의 하부 휨철근의 변형률이 가장 작았으나 최대 변

형률이 0.0018로 철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였음을 나타

낸다. SD600을 사용한 S2, S3에서 변형률이 크게 증가

하였으며, 기둥 깊이가 작은 S3의 휨철근 변형률이 가장

크게 계측되었다. Fig. 8(c)는 S5의 접합부 중앙에서 상

하부 휨철근(D22)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Fig. 8(a), (b)에

나타낸 내부접합부에 비하여, S5는 하부 휨철근의 압축

상태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하부 휨철근의 압축 변형

률이 실험체 변형이 증가할 때마다 급격하게 증가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상부 휨철근의 압축변형률보다 더 큰 값

을 보였다. 이는 하부 휨철근이 압축 정착 길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성 변형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Fig. 8의 결과는 접합부에서 휨철근의 강도가 증가하

거나 정착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휨철근의 미끄러짐이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접합부에서 고강도 휨철근의 미

끄러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철근 강도 증가에 비례하여

철근 부착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정착 길이를 증가시킬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 접합부 전단 변형

Fig. 9는 층간 변위각 증가에 따른 패널존 변형에 의

한 층간 변위 기여도(∆pz)를 나타낸다. 

Fig. 7 Strain of top re-bars around column face

Fig. 8 Strain of re-bars in beam-column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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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γpz는 접합부의 전단 비틀림각이며, Fig. 3의 기

둥 패널존에 X형태로 설치한 2개의 대각 변위계의 계측

값(δ j, δ j' )을 이용하여 γpz = (δ j −δ j' ) 로 구

할 수 있다(a, b는 대각 변위계의 가로, 세로 간격). hb는

보 단면 깊이다(Fig. 9(a) 참조).

Fig. 9에서 SD400을 사용한 S1의 패널존 전단 변형이

가장 컸으며, SD600을 사용한 S2의 패널존 전단 변형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둥 깊이가 작은 S3은 S2에 비해 전

단 변형이 증가하여 S1과 유사한 전단 변형을 보였다. 외

부 접합부 실험체에서도 SD600을 사용한 S5에서 패널존

변형에 의한 층간 변형이 작았다. SD600 철근을 사용한

패널존의 전단 변형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이유는

SD600을 사용한 경우 철근의 미끄러짐에 의한 변형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합부 전단 변형의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3.5 에너지 소산 능력

Fig. 10은 내부 접합부 실험체 S1, S2, S3, 외부 접합

부 실험체 S4, S5의 각 변위에서 세 개의 주기하중당 에

너지 소산 능력을 나타낸다. 각 주기 하중당 에너지 소

산 능력은 Fig. 5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변위가 0인 지점

을 기준으로 정·부방향‚ 싸이클의 폐곡선 면적으로 정

의하였다.

내부 접합부 실험체에서 SD600을 사용한 S2, S3의 에

너지 소산량은 S1에 비하여 다소 작았으며, 발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늦었다. 이는 SD600의 항복 변형률이 SD400

보다 큼에 따라 동일 층간 변위비에서 SD600 철근의 소

성 구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SD600 철근의 미끄러짐

∆pz γpz h
hc

2
-----
h

l
---–

hb

2
-----–⎝ ⎠

⎛ ⎞=

a
2

b
2

+ /2ab

Fig. 9 Contribution of panel-zone to story drift

Fig. 10 Energy dissipation capacities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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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외부 접합부 실험체에서 SD600

을 사용한 S5의 에너지 소산량은 S4에 비하여 크게 작

았으며, 이는 접합부에서 SD600 철근의 미끄러짐이 과

도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Fig. 8(b) 참조). 모든 실험

체의 에너지 소산량은 두 번째 싸이클에서 급격히 감소

하였으며, 두 번째 싸이클 에너지 소산량은 첫 번째 싸

이클 에너지 소산량의 51~90%를 보였다. 세 번째 싸이

클의 에너지 소산량은 두 번째 싸이클에서 거의 감소하

지 않았다.

4. ACI 374에 따른 평가

ACI 374
9)
에서는 ACI 318-08

2)
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 성능을 실험적으

로 입증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 성능 평가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a) 최대 변위를 요구 연성도로 나눈 허용 층간 변위(A)

를 초과하기 전에 공칭강도로 구한 하중 재하 능력 En을

발휘해야한다(Fig. 11(a)).

(b) 최대 하중 Emax는 En과 λ(기둥 모멘트 합 /보 모멘

트 합)를 곱한 λEn이하여야 한다(Fig. 11(a)).

(c)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내는 이력 곡선의 세 번째

싸이클 곡선에서 층간변위각 3.5%(B)일 때 최대 하중 재

하능력의 75%의 하중 재하능력을 보여야 한다(Fig. 11(a)).

(d) 층간 변위각 3.5%의 세 번째 싸이클 곡선에서 층

간 변위각 −0.35~0.35% 사이의 할선 강선이 실험체 초기

강성의 5% 이상이어야 한다(Fig. 11(b)).

(e) 층간 변위각 3.5%의 세 번째 싸이클 곡선에서 에

너지 소산 비율이 0.125 이상이어야 한다(Fig. 11(b)).

기준 (a)의 허용 층간변위는 설계시 요구 연성도에 따

라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실험체의 내진성능 평가

에서는 제외하였다. 기준 (b)부터 (e)까지는 Table 3에 정

리하였다. 기준 (b)에서 λ는 기둥 공칭 모멘트 합과 보 공

칭 모멘트 합의 비율을 나타낸다. Table 3(3)은 λ를 고려

한 공칭 하중 재하 능력(2)을 최대 하중(1)으로 나눈 비율

로 모든 실험체가 1.0 이상으로 평가 기준 (2)를 만족하

였다. Table 3(6)은 층간 변위각 3.5%에서 하중 재하 능력

(5)을 최대 하중의 75%(4)로 나눈 비율로 1.0 이상이어야

Table 3 Evaluation of seismic performance for test specimens (see Fig. 9)

Specimens
S1 S2 S3 S4 S5

+ dir. − dir. + dir. − dir. + dir. − dir. + dir. − dir. + dir. − dir.

Maximum

lateral

force (kN)

(1) E
max

489.2 −503.4 480.9 −471.4 467.8 −403.1 256.0 −155.4 254.8 −136.1

(2) λEn 715.7 −715.7 740.5 −740.5 552.1 −552.1 453.5 −244.5 481.1 −255.2

(3) Ratio=(2)/(1) 1.46 1.42 1.54 1.57 1.18 1.37 1.77 1.57 1.89 1.88

Lateral force

at 3.5% drift

ratio (kN)

(4) 0.75 E
max

366.9 −377.5 360.6 −353.6 350.9 −302.3 192.0 −116.6 191.1 −102.1

(5) E at 3.5% 332.9 −358.8 362.6 −376.2 371.8 −330.6 165.1 −142.5 184.1 −117.8

(6) Ratio=(5)/(4) 0.91 0.95 1.01 1.06 1.06 1.09 0.86 1.22 0.96 1.15

Stiffness

(kN/mm)

(7) Initial K 24.26 24.60 23.86 22.93 19.91 18.75 11.46 5.81 8.98 4.32

(8) 5% of intial K 1.21 1.23 1.19 1.15 1.00 0.94 0.57 0.29 0.45 0.22

(9) K at 3.5% 0.85 1.14 0.40 0.92 2.10 1.45 1.48 1.40 1.48 0.40

(10) Ratio = (9)/(8) 0.70 0.93 0.34 0.81 2.11 1.55 2.58 4.83 3.29 1.87

Energy

dissipation

(kN·mm)

(11) Elastic plastic Energy dissipation 74241 67530 68673 30299 31401

(12) Actual energy dissipation 13600 10483 12649 12163 8541

(13) Ratio=(12)/(11) 0.18 0.16 0.18 0.40 0.27

Fig. 11 Acceptance criteria by ACI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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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c)를 만족한다. 십자형 실험체는 ACI 318-08
2)

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S1은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한 반면에 SD600을 사용한 S2, S3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

였다. 이는 SD400의 경우 D25의 굵은 철근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접합부에서 철근 미끄러짐이 발생하였기 때문

이다. T형 실험체의 경우 S4, S5 보의 한쪽 방향만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만, SD600을 사용한 S5가 성능 기준에

더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준 (d)는 핀칭 현상으로

인하여 작은 하중에서도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할선 강성을 제한한 것으로 Table 3(10)에서

강성 비율을 나타내었다. 십자형 실험체 S1, S2 모두 접

합부에서 보 인장 철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1.0 이하

로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S3은 S2와 비교하

여 정착 길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능 기준을 만족

시켰다. T형 실험체 S4, S5는 핀칭 현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다. 기준 (e)는 전체

골조에서 접합부의 에너지 소산 비율을 제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8a)

(8b)

 (8c)

여기서, AE는 Fig. 11(b)의 세 번째 싸이클에서 가능한 최

대 에너지 면적(Table 3(11))이며, M1, M2, θ1, θ2의 정의

는 Fig. 11에 나타나 있다. Table 3(13)에서 보듯이 모든

실험체에서 에너지 소산 비율은 0.125이상으로 성능 기

준을 만족하였다. 

 

5. 결 론

보 휨 철근으로 고강도 철근 SD600을 사용한 콘크리

트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

여 내부 접합부를 모사한 십자형 실험체와 외부 접합부

를 모사한 T형 실험체에 대해서 SD400 및 SD600을 사

용하여 현행 기준의 특수 모멘트 골조 상세(보 철근의

청착 길이 등)를 만족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강기둥-약보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 실물 크기의 5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주기하중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실험 결과 보의 휨모멘트 강도가 비슷한 경우 SD600

을 사용한 실험체는 SD400 실험체에 비해 다소 휨

항복 변형률이 크고, 철근 미끄러짐이 크게 발생하

였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이력 거동을 보였다.

2) SD600을 사용한 실험체는 접합부 전단력이 부족하

게 설계한 실험체를 제외하고는 보의 소성 모멘트

에 근거하여 계산된 예상 강도를 1.03~1.14배 초과

하는 하중 재하 능력을 나타냈으며, 층간 변위각

3.5% 이상의 연성 능력을 나타냈다.

3) SD600을 사용한 내부 접합부는 접합부 전단강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패널존 피복 콘크리트의 과

도한 파괴가 발생하여 하중 재하 능력이 감소하였

다. 그러나 전단강도비가 0.9로 낮게 설계되었음에

도 항복 이후 하중 재하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는 않았다.

4) SD600을 사용한 외부 접합부는 휨철근의 인장 90도

갈고리 정착 길이를 만족하였으나 보 하부철근의

압축 정착 길이를 만족하지 못하여 하부철근의 압

축 상태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SD400을 사용한 외부 접합부에 비하여 핀칭 현상

이 증가하였으며, 기둥의 외곽 피복 콘크리트의 탈

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SD600 철근을 외부 접합

부에 사용시에 압축 정착 길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며, 특히 큰 인장 소성 변형에 의하여 압축응력

이 발생하는 하부철근의 설계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5) SD600을 사용하는 경우 SD400을 사용한 실험체와

비교하여 접합부에서 철근의 미끄러짐이 증가하였

으나 패널존 변형은 감소하였다.

6) 접합부에서 철근 항복강도 증가에 비례하여 철근

미끄러짐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정착 길이의 증

가가 요구된다. 

7) 에너지 소산량은 SD600과 SD400을 사용한 경우 내

부 접합부에서는 비슷하였으나 외부 접합부에서는

SD400 실험체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접합부에서 SD600의 미끄러짐이 크게 발생했

기 때문이다.

8) ACI 374에 의해 평가한 결과 SD600 철근 실험체

는 3.5% 층간 변위비에서 할선 강성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SD400 철근 실험체도 이 제

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는 SD600, D22 철근을 보 인장

철근으로 사용하여, 내부 접합부의 철근비 1.23% 이하,

외부 접합부의 철근비 0.99% 이하에 대한 것이다. 위 실

험 결과는 기존 연구
5,8)
보다 hc / db를 완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접합부의 전단강도를 만족하고 hc / db≥ 24인 경

우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 성능이 SD400을 사

용한 경우와 동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철근 미끄

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 (1b)와 같이 정착 길이를 철

근의 항복강도에 비례하여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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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 휨 철근으로 600 MPa 철근을 사용한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세 개의 내부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와 두 개의 외부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를 주기하중 하에서 실험하

였다. 실험체는 현행 기준에 따라 특수 모멘트 골조로 설계하였다. 600 MPa 철근을 사용한 실험체의 구조 성능을 400 MPa

철근을 사용한 실험체의 구조 성능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600 MPa 철근을 사용한 실험체에서 보-기둥 접합부에서 부

착 미끄러짐이 증가하였으나, 하중 재하 능력과 변형 능력, 에너지 소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RC 보-기둥 접합부, 고강도 철근, SD600, 내진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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