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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전단강도 평가

최하영
1)
·김병일

1)
·이정윤

1)*

1)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Estimation of Shear Strength of Beam-Column Joints

Ha-Young Choi,
1)
 Byoung-Il Kim,

1)
and Jung-Yoon Lee

1)*

1)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an estimation equation was proposed to predict the shear strength of RC interior beam-column con-

nections. The proposed equation considered the effect of both truss and arch mechanisms, while the existing equations in the ACI

and AIJ design codes consider only arch mechanism. In addition, the proposed equation estimates the shear strength of RC joints

by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eel bars on the effectiv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The shear

strength of RC joints calculated by the proposed equation was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of 54 RC joints, which failed in shear

before plastic hinges developed at the end of the adjacent beams. The comparison study showed that the proposed equation esti-

mated the strength of the 54 specimens with a mean value of 1.14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20%. The proposed equation

provides improved prediction compared to those obtained from the equations in the ACI and AIJ design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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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진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연성 모멘트 골조의 거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어, 횡하중을

받는 보-기둥 접합부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는 중력하중이

나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을 받을 때 적절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중요

한 구조 부재이다. 모멘트 저항 골조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의 소성힌지가 적절히 설계되었을 때는 철근콘크

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에너지 소산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만큼 변형 능력이 커서 안전한 거동이 가

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취성파괴가 발생하여 전체 구조

물의 붕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기둥과 접합부

는 탄성 범위에서 거동하도록 하고 인접보에 소성힌지를

발생시켜 에너지 소산능력을 크게 하여 설계된 변형에

도달할 때까지 접합부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에서는 각각 ACI와 AIJ 설계기준을 통해 접

합부의 전단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ACI-ASCE Committee

352R-02
1)
에서는 비내진 구역을 Type 1로, 내진 구역을

Type 2로 구분하여 접합부를 설계하고 있다. 지진이 거

의 발생하지 않아 연성이 특별이 고려되지 않는 지역

Type 1과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에너지 소산능력이 중

요한 Type 2 지역은 접합부의 형상이 함께 고려되어 접

합부 내력이 정의된다. AIJ 설계지침
2)
 또한 ACI와 유사

한 설계 목적으로 구조물이 항복 메커니즘을 형성한 후

에도 충분한 변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성 감소

와 반복하중에 의한 미끄러짐의 이력거동을 방지하는 설

계를 하도록 한다.

보-기둥 접합부의 내력 평가는 아치 메커니즘을 근거

로 한 평가와 트러스 메커니즘을 근거로 한 평가로 구

별할 수 있다. ACI, AIJ 기준은 주로 아치 메커니즘을

근거로 하여 제안된 평가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NZS 기

준식
3)
은 아치 메커니즘과 트러스 메커니즘을 동시에 사

용한 평가식이라 할 수 있다. 아치 메커니즘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접합부의 내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부착이나 접합부 내의 전단보강철근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한편, 아치 메커니즘과 트

러스 메커니즘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식의 계산

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치 메커니즘과 트러스 메커니즘을 동

시에 사용한 접합부 내력 평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안된 모델에서는 접합부 내의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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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두 모델을 하나로 연결한 평가식을 제안하

였다.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에 의해 인접한 보가 항복하

기 이전에 보-기둥 접합부에서 전단파괴(J-파괴)를 일으

킨 54개의 실험체를 바탕으로 제안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기존의 접합부 설계기준

미국, 일본, 뉴질랜드는 보-기둥 접합부 설계기술에 대

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통일된 하나의 설계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접합부 전단강도를 평가하는 ACI 설계기준
1)
은 Fig. 1과

같이 접합부내 콘크리트 압축 스트럿을 이용하였으므로

간단하고 명확한 식이지만 콘크리트 압축강도만을 고려

하고 실험에 바탕을 둔 경험식이다. AIJ 설계기준
2)
은 ACI

기준과 기본적으로 비슷하여 접합부 전단력이 콘크리트

에 의해서만 저항되고 접합부 보강근의 양은 접합부의

전단응력에 따라 결정된다. 뉴질랜드의 NZS 설계기준
3)

은 콘크리트의 압축 스트럿의 작용과 함께 Fig. 2와 같

은 수평, 수직 방향 철근과 콘크리트 압축대가 형성하는

트러스 작용도 고려한다. 뉴질랜드 NZS 기준에서는 보

의 소성힌지의 항복 내력을 고려하여 접합부에 요구되는

보강철근의 양을 평가하고 있으며 접합부의 내력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제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ACI 기준과 AIJ 기준만 비교 평가하였다. Dc는 아치 메커

니즘의 압축력, Ds는 트러스 메커니즘의 압축력이고, ba는

스트럿의 폭이며 α는 균열의 각도이다.

2.1 ACI-ASCE Committee 352

ACI-ASCE Committee 352R-02에서는 보-기둥 접합부

를 지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약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의 접합부(연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

지 않는 비내진 지역, Type 1 접합부)와 빈번하게 지진

이 발생하거나 지진의 규모가 큰 지역에 있는 건물의 접

합부(접합부가 비탄성 범위에서 에너지 소산을 하여 충

분한 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진지역, Type

2 접합부)로 구분한다. ACI-ASCE Committee 352R-02에

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만을 기본으로 하는 식에 보-기

둥 접합부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내

력을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여기서, Vj는 접합부의 전단강도, γ는 접합부의 형태와

비내진, 내진 지역을 고려한 계수,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

도, bj는 접합부의 유효폭, hc는 전단이 고려되는 방향의

기둥단면의 깊이이다. bj는 다음 식 (2)를 만족하는 값이다.

(2)

식 (2)에서 bb는 길이방향 보의 폭이고 bc는 접합부의

폭이며, m은 보 중심과 기둥 중심 사이의 편심이 bc/8을

초과하는 접합부에서는 0.3을, 그 외의 경우에는 0.5가

적용된다.

(3)

(4)

ACI 기준에서는 기둥의 주철근과 접합부 콘크리트의

적절한 횡구속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Type 1의 경

우 나선철근이 사용되었을 때 횡보강근의 항복강도 fyh가

420 MPa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횡 보강근비 ρs가

식 (3)을 따르도록 한다. Type 2의 경우 식 (3)과 (4)중

큰 값을 사용한다. 직사각형 보강근이 사용될 때는 식

(5)와 같거나 커야하고 식 (6)보다 커야 한다.

(5)

(6)

여기서, sh는 기둥축과 평행하게 측정된 띠철근 배근간

격으로 ① 기둥 최소 두께의 1/4, ② 기둥 주철근 직경

Vj 0.083γ fckbjhc=

bj min
bb bc+

2
---------------- bb

mhc

2
---------∑+ bc, ,⎝ ⎠

⎛ ⎞=

ρs 0.45
Ag

Ac

----- 1–⎝ ⎠
⎛ ⎞ fck

fyh
------=

ρs 0.12
fck

fyh
------=

Ash 0.3
shb″c fck

fyh
-------------------

Ag

Ac

----- 1–⎝ ⎠
⎛ ⎞=

Ash 0.09
shb″c fck

fyh
-------------------=

Fig. 1 Arch action

Fig. 2 Tru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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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배, ③ 150 mm(6 inch) 중 작은 값을 적용해야하고,

Ac는 띠철근 외곽에서의 콘크리트 코어 단면적이며 Ag는

콘크리트 기둥 단면적이다.

2.2 AIJ 2010

일본건축학회의 보-기둥 접합부 평가식은 196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내부, 외부접합부에 관한 실험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전단파괴하는 접합부의 전단강도

가 횡보강근의 양보다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전단저항 메커니즘에서

콘크리트 압축 스트럿 작용만 고려하여 식 (7)과 같이 접

합부의 전단내력을 계산한다.

(7)

접합부의 전단내력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에 비례한다

고 정의하며 k는 접합부 형태에 따른 계수(Fig. 3), hj는

접합부의 깊이 또는 보 주근 정착부의 90
o
 갈고리의 수

평길이, bj는 보-기둥 접합부의 유효 폭이다.

(8)

(9)

(10)

bj는 식 (8)에 따라 계산되고 bb는 보의 폭이며 bai는

보 양쪽 측면에서부터 기둥의 측면까지의 거리로 Fig. 4

와 같다. hj는 ト형 및 L형의 경우 0.75hc이고, 十자형, T

형일 경우 hc이다. 새로 개정된 AIJ 2010 설계기준에서

는 접합부에 직교하는 보의 유무에 따른 계수를 적용시

키도록 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한 그대로 쓰지 않고

Fj로 표기한 식 (9)를 따르도록 하여 식 (10)과 같이 접

합부 전단내력을 계산한다.

3. 접합부의 전단강도 제안식

횡하중을 받는 보-기둥 내부 접합부의 수평전단력은

Fig. 5에서 보듯이 보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압축력의 차

이만큼을 저항하게 된다. 접합부의 내력에 대해서는 연

구자마다 의견이 달라지며 ACI-ASCE Committee 352R-

02
1)
와 AIJ 2010 설계기준

2)
에서는 아치작용만에 근거하

지만, NZS 설계기준
3)
은 콘크리트의 아치작용과 함께 트

러스작용도 고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단내력과 부착내

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NZS 설계기준
3)
에 근거하여

접합부의 수평전단력을 아치작용 메커니즘과 트러스작용

메커니즘을 합한 식 (11)로 계산하였다.

(11)

여기서, Vjh는 접합부의 수평내력, Vch는 아치작용에 의

한 내력이며, Vsh는 트러스작용에 의한 내력이다. 아치작

용에 의한 수평전단력 Vch는 Fig. 1에서의 압축력 Dc를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2)

식 (12)에서 압축력 Dc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압

축대의 콘크리트 응력(fa)과 콘크리트 스트럿의 면적에

의하여 계산하여 정리하면 식 (13)과 같다.

Vju kfckbjhj=

bj bb ba1 ba2+ +=

Fj 0.8 fck
0.7× N/mm

2( )=

Vju kφFjbjhj=

Vjh Vch Vsh+=

Vch Dc αcos×=

Fig. 4 Effective width of beam-column joint

Fig. 3 Shape of beam-column joint

Fig. 5 Horizontal shear strength of beam-colum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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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bs는 보의 폭, ba는 스트럿의 폭, α는 스트럿의

각도이다.

(14a)

(14b)

(14c)

Fig. 6은 접합부 요소를 트러스모델의 응력상태로 나

타낸 그림이다. 트러스작용에 의한 수평전단력 Vsh에 관

한 전단응력, τbc는 Fig. 6을 바탕으로 힘의 평형을 나타

낸 식 (14a), (14b), (14c)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fb, fc

는 각각 보와 기둥 방향의 직응력이고 f1
c

, f2
c

는 콘크리

트의 주인장응력, 주압축응력이다. ρb, ρc는 보와 기둥 방

향에 배근된 철근의 철근비, fbs, fcs는 각각의 방향에 대

한 철근의 응력이다. 힘의 평형식 (14a), (14b), (14c)를

접합부의 트러스모델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

정을 사용하였다. 

1) 접합부 내의 콘크리트 주압축응력의 방향과 사인장

균열의 방향이 동일하다.

2) 사인장 균열의 각도는 접합부 내부의 콘크리트에 일

정하게 발생하며 접합부의 기하학적 조건에 의하여 식

(1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5)

hb는 보의 깊이이고 hc는 기둥의 깊이이다.

3) 균열이 발생한 이후의 접합부 내의 콘크리트의 인

장강도는 매우 작아 무시한다(f1
c

= 0).

4) 장부작용과 골재의 맞물림 작용은 직접적으로 고려

하지 않는다.

(16)

3)번 가정에 따라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무시하고 기

둥의 깊이 hc와 접합부의 유효폭 bj에 의한 유효면적을

전단응력 τbc에 고려해주면 수평전단력 식 (16)과 같이

Vsh를 계산할 수 있다. bs는 보폭, hc는 기둥의 깊이, bj는

접합부의 유효폭이다.

(17)

접합부의 수평전단력은 아치작용(식 (13))과 트러스작

용(식 (16))의 합에 의하여 계산된다. 아치작용과 트러스

작용은 접합부 내부에서 겹치게 되므로 두 작용에 의하

여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응력, 즉 압축대의 콘크리트 응

력(fa)과 트러스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력(f2
c

)이 식

(17)과 같이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ν fc')

에 도달할 때 접합부는 파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Nielsen의 보의 전단강도 해석에서도 적

용되었다. 다만 Nielsen의 이론
4)
에서는 소성이론에 근거

하여 보의 전단철근이 항복할 때의 내력에 의하여 두 작

용(아치작용과 트러스작용)의 상호 관계(전단 저항비)를

계산하였다. 접합부에서는 기둥의 횡보강철근, 주철근, 보

의 주철근이 존재하여 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콘크리트

만이 압축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5) 

(18)

(19)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와 같이 두 작용에 의한 전단부

담비율을 직접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치

작용에 의한 수평전단력과 전체 수평전단력의 관계를 나

타내기 위해 식 (18)을 이용하였다. 식 (18)은 Park가 실

험적인 방법
5)
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스트럿이 부담하는

접합부 내력을 제시한 식이다. 식은 축력비 n의 함수로

되어 있으며, 이는 축력비에 따라서 보와 기둥에 발생하

는 단면의 압축영역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시된

식이다. Fig. 7은 식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력비 n

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영역의 깊이 c가 깊어짐을 나타낸

다.
5)
 축력비가 0인 경우의 압축영역 깊이는 식 (19)에 따

라 기둥의 깊이 hc의 1/4만큼 유효하지만 축력비가 1인

경우에는 전체 기둥 깊이가 압축영역에 해당한다.

식 (11)과 (18)에서 다음 식 (20)을 얻을 수 있다.

(20)

식 (20)에 식 (16)을 대입하면 식 (21)과 같이 Vjh를 나

타낼 수 있다.

(21)

아치작용에 의한 수평전단력을 나타낸 식 (13)과 (18)

을 정리하면 식 (22)와 같이 아치작용이 부담하는 압축

강도를 구할 수 있다.

Vch fa bs ba×( ) αcos=

fb f
2

c α2cos f
1

c α2sin ρbfbs+ +=

fc f
2

c α2sin f
1

c α2cos ρcfcs+ +=

τbc f
2

c
– f

1

c
+( ) α αcossin=

αsin
hb

hb
2

hc
2

+

---------------------= αcos
hc

hb
2

hc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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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 f c
2
hc bj×( ) α αcossin=

νfck fa f
2

c
+=

Vch 0.3 1 3.5n+( )Vjh=

c 0.25 0.85n+( )hc=

Vjh

Vsh

1 0.3 1 3.5n+( )–
-----------------------------------------=

Vjh
1

1 0.3 1 3.5n+( )–
----------------------------------------- νfck fa–( )hcbj α αcossin=

Fig. 6 Stress of truss model in beam-colum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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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 (22)에서 구한 fa를 다시 식 (21)에 대입하여 Vjh에

대한 새로운 식 (23)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였다.

(23)

식 (23)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균열이 발생하고 2축 응

력(압축과 인장응력)을 받는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 감

소계수 ν를 계산해야 한다.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강도

는 1축을 받을 때와 2축을 받을 때 각각 다르다. 2축으

로 작용할 때는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것이 연화효과(softening effect)이다.

유로코드-2에서는 실험에서 얻은 보의 전단강도를 역

으로 분석하여 연화계수 ν를 식 (24)과 같이 계산한다.

Belarbi and Hsu의 회전각 트러스모델(RA-STM)
6)
과

Vecchio and Collins의 수정압축장이론(MCFT)
7)
에서는 각

각 식 (25), (26)과 같이 콘크리트 균열 방향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주인장 변형률, ε1의 크기를 반영하

여 연화계수, ν를 결정하고 콘크리트 유효압축강도를 νfc'

로 설명한다.

(24)

(25)

(26)

김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8)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식 (25), (26)을 이용하여 유효압축강도를 계산해보면

Fig. 8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주인장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유효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장변형률이 철근의 항복변형률의 약 2배가 되

면 압축강도는 거의 반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들

평가식의 계산 결과는 다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콘

크리트의 인장변형률을 사용한 식 (25)와 (26)이 비교적

정확하게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ig. 8에서 보이는 것과 세 가지 평

가식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인장변형률이 0.003 ≤

ε1≤ 0.006일 때 대략적으로 식 (25), (26)에 의한 압축강

도 그래프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김 등은 기존의 모델에 대한 비교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철근비를 고려한 식 (27)을 제안하였으며, 이 논문

에서 제안한 식 (23)의 연화계수 ν에 대해 식 (27)을 적

용하였다.

(27)

ρx는 x방향이라고 보는 보의 주근과 기둥의 띠철근 철근

의 합이고 ρy는 기둥 주근의 철근비, fxy는 x방향 철근인

보 주근과 기둥 띠철근의 항복강도, fyy는 y방향이라 보

는 기둥 주근의 항복강도이다. ν0는 두 방향 철근이 모

두 소성상태에 있다고 가정한 Table 1의 2)번의 값을 적

용하였다. ρxfxy/ρyfyy에서는 ρxfxy와 ρyfyy 중에 큰 값이 분

모, 작은 값이 분자가 되도록 하였다.

4. 제안식의 전단 평가

4.1 제안식에 의한 전단 평가 결과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보가 항복하기 전 접합부가 전단

fa
0.3 1 3.5n+( )Vjh

bsba αcos
----------------------------------------=

Vjh

bsba νfckhcbj α αcossin×
1 0.3 1 3.5n+( )–( )bsba 0.3 1 3.5n+( )hcbj α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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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2 max,

νfck 0.6 1
fck

250
---------– fck= =

ν
0.9

1 400ε
1

+
---------------------------= fc′ 41.5MPa≤( )

ν 5.8

fc′ MPa( )
---------------------------

1

1 400ε
1

+
---------------------------= fc′ 41.5MPa>( )

ν 1

0.8 170ε
1

+
----------------------------=

ν 0.85
ρxfxy

ρyfyy
----------- 0.85 ν

0
–( )–⎝ ⎠

⎛ ⎞=

ν
0

0.6 1
fck

250
---------–⎝ ⎠

⎛ ⎞=

Fig. 7 Depth of compression zone

Fig. 8 Steel tensile strain vs. softening facto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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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J-파괴)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체 54개를 바탕으

로 실험값과 제안식에 의한 값을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Table 2와 같고 Vtest/Vcal를 통해서 실험값과 제안 식

에 의한 전단강도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첫 번째 Teraoka
9)
 실험체의 실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결

과를 보면 거의 30%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실험체들에서는 대부분이 20%이하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식에 의한 결과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 fck,

ρxfxy, ρyfyy와 Vtest/Vcal의 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a), (b), (c)에서 압축강도와 철근비에 대해서 Vtest/Vcal가

비슷한 형태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철근비의 영향을 받

고 있음을 나타낸다. Fig. 9에서 (d), (e) 그래프를 보면 x

방향 철근비, ρx는 y방향 철근비, ρy보다 범위가 좁아 뚜

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ρx가 0.04일 때를 기준으로

철근비가 작을 때보다 큰 경우에 제안식이 전단강도를 크

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y방향 철근비의 경우,

ρy가 0.025일 때를 기준으로 철근비가 증가하게 되면 대

부분 실험체의 전단강도를 제안식이 실험값에 비해 작게

평가한다고 판단된다. (a)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함

에 따라 Vtest/Vcal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d), (e)는 x,

y방향 철근비가 증가함에 따라 Vtest/Vcal 또한 증가하는 경

향이 나타나므로 (b), (c) 그래프가 나타내는 결과는 적절

하다. 제안식에 의한 전단강도 평가는 실험값에 대해 평

균 1.14, 변동계수 20%로 평가되었다.

Table 1 Softening factor ν

No. State Softening factor ν

1
Not yielding of the steel in one 

direction at the limit state
0.85

2

Application of lower bound 

solution of plasticity at the 

ultimate state

3
Not yielding of the steel in all 

directions at the limit state

0.6 1
fck

250
---------–

0.85
fs

φ sfy
--------- 0.85 ν–( )–

Fig. 9 Effect of reinforcement ratio in shear strength

Table 2 Shear strength estimation and comparison

References Specimen
Beam size

(mm×mm)

Column size

(mm×mm)
fck (MPa)

Axial force 

ratio, n

Vtest/Vcal

Proposed 

equation
ACI AIJ

Teraoka
9)

1

240×300 300×300

-33.6 40.25 1.47 1.48 1.79 

2 -33.6 0.25 1.50  1.52  1.83 

3 -34.5 0.24 1.51  1.54  1.85 

4 -36.6 0.32 1.47  1.65  1.96 

5 -36.6 0.32 1.48  1.67  1.98 

6 -39.6 0.32 1.43  1.66  1.94 

7 -46.7 0.25 1.29  1.55  1.76 

8 -46.7 0.25 1.30  1.57  1.78 

9 -30.5 0.25 1.31  1.37  1.69 

10 -30.5 0.25 1.29  1.35  1.67 

11 -32.2 0.33 1.30  1.47  1.79 

12 -32.2 0.33 1.34  1.5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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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hear strength estimation and comparison (continued)

References Specimen
Beam size

(mm×mm)

Column size

(mm×mm)
fck (MPa)

Axial force 

ratio, n

Vtest/Vcal

Proposed 

equation
ACI AIJ

Shiohara
10)

j-1

240×300 300×300

-81.2 0.11 0.84 0.84 0.86

j-2 -81.2 0.11  0.91  0.91  0.92

j-4 -72.8 0.13  0.81  0.91  0.94 

j-5 -72.8 0.13  1.03  1.02  1.06 

j-6 -79.2 0.12  0.91  0.91  0.93 

j-8 -79.2 0.12  0.95  1.03  1.05 

j-10 -39.2 0.12  1.07  0.92  1.08 

j-11 -39.2 0.12  1.20  1.09  1.27 

Meinheit
11)

1

280×300

457.2×330.2

-26.2 0.40 0.93 1.16 1.09 

2 -41.8  0.25  1.24  1.34  1.15 

3 -26.6  0.39  1.25  1.29  1.21 

4 -35.8  0.30  1.31  1.40  1.24 

5 -35.8  0.04  1.49  1.39 1.23 

7 -37.2  0.47  1.11  1.40  1.22 

9 -31.0  0.35  1.49  1.56  1.42 

10 -29.6  0.36  1.43  1.48  1.36 

11

280×457.2

-25.5  0.42  1.35  1.47  1.39 

13 -41.3  0.30  1.06  1.32  1.13 

14 -33.1  0.36  1.31  1.55  1.39 

Noguchi
12)

OKJ-2

200×300 300×300

-70.0 0.12 1.06 1.02 1.06 

OKJ-3 -107.0  0.12  1.14  1.04  0.99 

OKJ-4 -70.0  0.12  1.15  1.06  1.11 

OKJ-4 -53.5  0.12  1.20  1.08  1.19 

Fuji
13)

A1

160×250 220×220

-40.2 0.08 1.06 0.94 1.09 

A2 -40.2  0.08  1.14  0.86  1.01 

A3 -40.2  0.23  1.15  0.94  1.09 

A4 -40.2  0.23  1.20  0.96  1.12 

Kawasaki
14)

JS-36-18
250×335 285×285

-33.91 0.30 1.20 1.19 1.68 

JS-48-18 -43.32 0.30 1.10  1.19  1.61 

Hatamoto
15)

S11
325×400 425×425

-44.49 0.21 1.16 1.25 1.14 

S12 -44.49 0.21 1.11  1.19  1.08 

Danaka
16)

S-60

300×350 350×350

-31.2 0.15 1.07 1.00 1.22 

S-0 -31.2 0.00 0.82  0.76  0.93 

L-60 -31.2 0.15 0.72  0.76  0.93 

Teraoka,

Kanoh & Tanaka
17)

HNO-1

300×400 400×400

-88.72 0.17 0.70 1.22 1.22 

HNO-3 -88.72 0.17 0.85  1.61  1.60 

HNO-4 -88.72 0.17 1.00  1.89  1.88 

HNO-5 -116.98 0.13 0.63  1.27  1.20 

HNO-6 -116.98 0.13 0.81  1.71  1.61 

Watanabe
18)

WJ-1

200×300 300×300

-29.0 0.07 1.00 0.98 1.21 

WJ-3 -29.0  0.07  1.17  1.14  1.42 

WJ-6 -29.0  0.07  1.30  1.36  1.69 

- - - - Average 1.25 1.35 1.14

- - - - Coefficient of variation 0.20 0.2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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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식과 기존식의 비교 평가

제안식에 의한 접합부 전단강도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

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기존의 ACI
1)
와 AIJ 접합부 설

계기준
2)
에 의한 결과와 비교평가 하였다. 실험체는 Table

2와 같이 54개에 대해서 평가하였고 3개의 기준식으로

각각 평가된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하고 있다. ACI 기

준식에 의한 전단강도는 식 (1)에 의해 계산되었고 비내

진구역(Type 1)에 대한 계수 γ를 사용하였다. 또한

Meinheit과 Hatamoto의 실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체

는 직교하는 보가 없음을 고려하여 ACI에서 규정한 계

수 γ를 적용하였다. AIJ 기준식에 의한 전단강도는 식

(10)으로 계산하였고 모든 실험체에 대해 십자형태 계수

k = 1.0을 사용하였고 ACI와 마찬가지로 직교보가 있는

Meinheit과 Hatamoto에 대해서는 φ = 1.0, 나머지에 대해

서는 φ = 0.85를 적용하였다. bj 또한 Fig. 3을 참고하여

식 (8)을 통해 계산하였고 hj도 AIJ에서 규정하는 식에

따라 결정하였다.

콘크리트 강도만을 고려한 ACI 식과 AIJ 식을 통한 전

단강도 평가는 Vtest/Vcal의 평균값이 제안식보다 클 뿐만 아

니라, 변동계수가 각각 22%, 25%로 제안식에 의한 평가

결과 20%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기존의 평가식보다 전단

강도를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Fig. 10은 세 개의 평가

식으로 계산한 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것을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x방향 철근의 영향에 대해 그래프, Figs. 10(a), (b)

로 나타낸 것이다. 세 개의 평가식 모두 실험값보다 작

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식

이 비교적 잘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철

근의 영향에 대해 비교한 두 번째 그래프에서 ACI와 AIJ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

험값에 비교적 근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식에서는 콘크리트 압축 스트럿 작용만 고려하지

않고 식 (11)에서처럼 수평수직 철근의 역할을 고려한 트

러스 작용을 함께 적용하였다. 접합부의 전단강도 발현

에서 철근의 역할이 유효 압축강도를 결정하는 연화계수

ν를 결정하는데 부가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실험에 의한

전단강도에 더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보의 주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파괴하

는 J-파괴 접합부의 내력을 평가하였다. 아치 기구와 트

러스 기구에 근거하여 J-파괴 접합부의 내력평가식을 제

안하였고, 제안된 평가식은 아치 기구와 트러스 기구의

콘크리트 응력의 합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내력을 평가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의 재료 조건을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안식에 의해 계산된 Vtest/Vcal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무차원화된 fck/ρxfxy, fck/ρyfyy에 대해서 비

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방향

철근비의 경우 0.04, y방향 철근비의 경우 0.025를

기준으로 철근비가 그 이상 증가할수록 실험값보다

제안식에 의해 계산된 전단강도가 더 작게 평가됨

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J-파괴하는 54개의 실

험체를 이용하여 제안식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제

안된 평가식의 정확성(변동계수 20%)은 변동계수

22%, 25%로 평가한 ACI,
1)
 AIJ

2)
 기준식보다 약간

우수하다. 그러나 제안식은 아치 기구와 트러스 기

구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에 부착파괴하는

접합부의 내력과 연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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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보에 소성힌지가 발생하기 전에 접합부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내부 보-기둥 접합

부의 전단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식을 제안하였다. ACI와 AIJ의 기존 기준식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만을 고려하여 평

가하지만 제안식은 트러스 작용 또한 고려하고 있다. 제안식은 콘크리트의 연화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콘크리

트 유효압축계수를 구할 때 수직, 수평 철근을 고려하여 접합부의 전단강도를 평가한다. 그 결과, Vtest/Vcal의 평균은 1.14,

변동계수는 20%이고 ACI와 AIJ에 의한 평가보다 비교적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Vtest/Vcal는 각 방향의 철근비에 따라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 보-기둥 접합부, 전단강도, J-파괴, 보강근, 연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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