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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회전형 기둥의 비선형 횡방향 거동 및 단면응력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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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xed connection is generally used for beam and column connections of concrete structures, but significant dam-

ages at the connection due to severe earthquakes have been reported. In order to reduce damages of the connection and improve

seismic performance of the connection, several innovative connections have been suggested. One newly proposed connection type

allows a rotation of the connection for applications in rotating or rocking beams, columns, and shear walls. Such structural elements

would provide a nonlinear lateral force-displacement response since their contact depth developed during rotation is gradually

reduced and the stress across the sections of the elements is non-linearly distributed around a contact area, which is called an elastic

hinge region in the present stud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fine the elastic hinge region or length for the rocking

columns, through investigating the cross-sectional stress distribution during their lateral behavior. Performing a finite element anal-

ysis (FEA), several parameters are considered including axial load levels (5% and 10% of nominal strength),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confined-ends and cantilever types), and slenderness ratios (length/depth = 5, 7, 10). The FEA results showed that the

elastic hinge length does not directly depend on the parameters considered, but it is governed by a contact depth only. The elastic

hinge length started to develop after an opening state and increased non-linearly until a rocking point(pre-rocking). However, the

length did not increase any more after the rocking point (post-rocking) and remained as a constant value. Half space model pre-

dicting the elastic hinge length is adapted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numerical results.

Keywords : concrete rocking columns, FEM analysis, elastic hinge length, half space model, nonlinear lateral behavior

1. 서 론

일반적으로 RC 구조물은 보나 기둥 등의 각 구조요소

가 서로 강결되어 있어서 지진과 같은 하중이 가해지면

연결부에 많은 손상이 유발된다. 1994년 Northridge 지진

당시 연결부 손상에 의한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고,
1)
 이

후 이를 저감시키면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연결형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2-13)

 이러한

일환으로 보-기둥 연결부에서의 회전(rotation) 또는 분리

(separation)를 허용하는 연결 형식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까지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Fig. 1은 회전형

요소를 적용한 대표적인 구조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Fig. 1(a)는 회전형 보로서, 인접한 기둥과의 연결부에서

회전을 허용함으로써 횡하중 작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

상을 저감시키는 구조형식이다.
5,6)

 Fig. 1(b)는 건물 층간

에 설치된 회전형 전단벽(rocking shear wall)이며,
7-9)

 Fig.

1(c)는 교각의 하단에서 발생하는 휨 파괴를 저감시키기

위해 Mander and Cheng
10)
이 제안한 회전형 교각이다.

“회전형 기둥(rocking column)”이라는 용어도 이 연구에

서부터 사용되어졌으며, 일반 세그먼트 교각과 비교해서

기둥 자체가 분절되어있지 않고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거동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
11)

이러한 회전형 요소들에는 횡방향 강도 증가와 원위치

(re-centering)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포스트텐션닝(PT) 시

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소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별도의 소산장치(dissipating devices)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회전형 요소들을 사용한 대표적

인 연구로는 Kurama and Shen
13)

(rocking shear walls)과

Pampanin
14)

(rocking columns), Palermo et al.
15)

(rocking

columns), Pinochet et al.
16)

(rocking isolators), Ro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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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horn
17-19)

(rocking columns) 등이 있다. 이러한 회전형

요소들은 횡방향 또는 회전 거동시 인접한 다른 요소로

부터 분리되면서 요소 양 끝단의 접촉면(contact surface)

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접촉면에서는 압축응력만 작용하며 일정 높이까지

는 단면의 응력이 비선형적으로 분포되고 그 이상으로는

선형으로 분포된다.
17,18)

 응력분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

용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단면의 응력이

비선형적으로 분포되는 구간을 이 연구에서는 “탄성힌지

길이”로 명명하였으며, 기호로는 le로 표시하였다. 이 길

이 변화는 회전형 요소의 비선형 횡방향 힘-변위 관계,

즉 강성 변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인자이다. 예를 들면, 기둥의 횡방향 변위는 단면

의 휨 강성과 응력분포에 따라 결정되므로, 탄성힌지길

이 구간에서의 유효 휨강성(EIeff)과 응력분포는 선형응력

분포 구간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을 고려할 경우 캔틸레버 회전형 기둥의 횡방향 변위(δ )

는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탄성힌지구간에 의한 변위

여기서, L과 le는 기둥 전체길이와 탄성힌지길이를 의미

하며, δL−le와 δ le는 선형 응력분포 구간 및 비선형 응력분

포(탄성힌지) 구간의 휨 변위를, θ le와 θ b는 탄성힌지 끝

단 및 기둥 하단의 회전각(rotational angle)을 의미한다. 식

(1)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성힌지길이를 고

려한 기둥의 비선형 거동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며, 대부

분 강체나 선형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축방향 하중과 세장비, 경계조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하여 회전형 기둥에 대한 비선형 횡방향 힘-변위와 단면

의 응력분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탄성힌지길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회전형 기둥 자체

만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PT 텐던 효과는 고려하지 않

았다.

2. 회전형 기둥의 유한요소해석

2.1 유한요소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Roh and Reinhorn
19)
에 의해 수행된 1/3

축소된 회전형 기둥 실험체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길이(L)는 1219.2 mm(48 in.)이며

깊이(d)는 177.8 mm(7 in.)이다. 철근 배근은 Fig. 3과 같

으며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는 275.8 MPa(40 ksi, Grade

40)이다. 실린더 실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항복강도(f'c)

는 36.12 MPa(5.24 ksi)이며, 항복 변형률은 0.0024, 극한

변형률은 0.0048이였다. 축방향 하중은 기둥의 공칭강도

(N0 = f'cA)의 5%(CL-5)와 10%(CL-10)로 재하되었으며, 실

험 전경과 결과가 Figs. 3(b)와 Fig. 6에 나타나 있다. 실

험 결과, CL-5과 CL-10의 횡방향 강도는 각각 8.14 kN

(1.83 kips)와 15.88 kN(3.57 kips)로 나타났으며, 최대변위

(maximum drift ratio = δmax/L)는 각각 12%와 10%로 나

타났다. 이 최대변위는 일반 콘크리트 기둥 변위의 약 2

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세한 설계와 실험 과정 및 결

과는 Roh and Reinhorn
19)
에 기술되어 있다.

해석에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ABAQUS
20)

이며, Fig. 4는 실험체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기둥은 3차원 Solid 요소(C3D8 element)로 모델

링하였으며, 단면의 코어 부분은 횡방향 철근의 구속 효

과를 나타내기 위해 횡구속 영역으로, 피복 부분은 비횡

구속(unconfined) 영역으로 모델링하였다. 콘크리트의 축

δ δL l
e

– δl
e

θ l
e

+ L le–( )×
------------------------------------------

θ b L×+ +=

Fig. 1 Rocking or rotating structural elements: (a) beam

(Priestley and MacRae, 1996), (b) wall (Toranzo et al.,

2009), and (c) column (Mander and Cheng, 1997)

Fig. 2 Components for lateral force-displacement relation-

ship of rocking columns (cantilev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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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구성관계는 Roh and Reinhorn(2009)에 의해 수행된

공시체 시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다른 방향의 응력-변

형률관계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포아송비 0.15를 사용

하였다. Fig. 4(b)에 보이는 점선은 해석의 안정성을 위

해 고려한 것이다. Rocking 기둥의 소성영역 해석을 위

해 concrete damaged plasticity를 사용하였고 이때 사용

된 damage parameters는 ABAQUS default 값을 적용하

였으며 소성영역에서 콘크리트 응력감소로 인해 수렴성

이 저하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viscosity 0.001 값을

사용하였다.

접촉면은 면과 면을 접촉시키는 surface to surface con-

tact을 사용하였고 이때 접촉면의 수직방향 거동은 hard

contact 기능을 사용하였다.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실험조

건(testing set-up)을 고려하여 0.5(콘크리트-강)를 사용하

였다. 상부 강체 보(rigid beam)는 횡방향 거동시 상하운

동에는 자유로우면서 수평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multi-

point constraint(MPC, pin connection)로 연결하였다. 하

중은 축방향 하중을 먼저 재하하고 그 상태에서 횡방향

변위하중을 재하(displacement control)하였다.

2.2 해석 결과

Fig. 5(a)~(d)는 회전형 기둥의 주요 단계별 변형형상이

다. Fig. 5(a)는 “opening state”로 기둥의 접촉면이 기초

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Fig.

5(b)는 “yielding state”로 기둥 단부에서의 콘크리트가 항

복응력에 도달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5(c)는

“rocking point”로서 횡방향 저항력이 최대인 순간을 의

미하며, 이때 저항력을 회전형 기둥의 횡방향 강도라 한

다. 이 “rocking point”까지의 거동을 “pre-rocking” 구간

이라 하며 그 이후는 구간을 “post-rocking”이라 한다.

Fig. 5(d)는 회전형 기둥이 더 이상 횡방향 하중에 저항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를 “overturning point”라 한다.

접촉면의 응력 및 변형률을 기준으로 각 단계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의는 Roh and Reinhorn
18)
에 기술되어 있다.

Fig. 6(a)~(b)는 횡방향 힘-변위 관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이때 횡방향

힘과 변위는 공칭강도에 대한 횡방향력의 비(V/N0)와 기

둥길이에 대한 횡방향 변위의 비(drift ratio = δ /L)로 각

각 나타내었다. Pre-rocking 구간에서의 기울기와 강도 그

리고 post-rocking 구간에서의 최대변위 모두 실험 결과

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Fig. 6에서의 초기 기울기(강

성)는 일반 기둥에 비해 작으며, 이전의 연구에서도 같

은 결과를 보여준다.
10)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

둥 단면의 응력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각 단

계에서의 회전형 기둥의 응력분포 특징과 탄성힌지길이

에 대해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Fig. 3 1/3-scaled rocking column (Roh and Reinhorn, 2010):

(a) geometry and reinforcement (b) testing

Fig. 4 FEM modeling of rocking columns: (a) columns and (b)

axial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5 Deformed shape and axial stress contour of rocking

column (CL-10): (a) opening state, (b) yielding state,

(c) rocking point, and (d) overturning point (deformed

scale facto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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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힌지길이(elastic hinge length)

Fig. 7(a)-(b)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회전형 기둥의 횡

방향 거동시 단면의 축방향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높이(z) 152 mm까지는 각 단면의 응력분포가 비선형적

으로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상에서는 선

형적으로 분포된다. 이를 통해 탄성힌지길이가 152 mm

임을 알 수 있다. 이 탄성힌지로 인해서 회전형 기둥이

Fig. 6과 같은 비선형 힘-변위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이 탄성힌지의 특징은 i) 접촉면에서 소성응력이 국부

적으로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이 탄성힌지 구간 내에서의

응력은 탄성응력이며, 다만 각 단면에서의 응력 분포형

태가 비선형이다. 또한 ii) 일반 기둥에서 나타나는 소성

힌지길이(potential plastic hinge length, lp)
4,22)
는 한번 발

생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 반면에 이 탄성힌지길이(elastic

hinge length, le)는 회전형 기둥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

게 되면 회복하게 된다.

Fig. 8은 CL-10의 단면의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CL-5에 비해 탄성힌지길이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과에서 보듯이 탄성힌지 구간이 끝나는 단면에서의 응

력분포는 압축응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장응력

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 미소 인장응

력은 접촉면의 압력(pressure)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전형 기둥의 비선형 단면응

력분포와 탄성힌지길이를 Fig. 9에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Fig. 10(a)-(b)는 CL-5와 CL-10의 횡방향 변위에 따른

탄성힌지길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횡방향 변위가 증

가할수록 탄성힌지길이가 점차 증가하나 rocking point에

서 부터는 그 길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 짐

Fig. 6 Comparison of lateral force-displacement responses:

(a) CL-5 and (b) CL-10
Fig. 7 Cross sectional average axial stress distributions for

CL-5 at post-rocking phase: (a) linear stress and (b)

nonlinear stress distribution region

Fig. 8 Cross sectional average axial stress distributions within

nonlinear stress distribution region (elastic hinge

length) for CL-10 at post-rocking phase

Fig. 9 Elastic hinge length of rock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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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두 실험체의 최대 탄성힌지길이는 유사

하나, CL-5가 2 mm 정도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탄성힌지 구간은 단면의 응력분포 분석 외에도

Fig. 11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축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

중이 가해졌을 때 일반 기둥과 회전형 기둥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Fig. 11

에서 보듯이 선형분포구간에서는 측면의 응력분포가 일

반 기둥이나 회전형 기둥이 모두 일치하나, 탄성힌지 구

간에서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차이가 발생

하는 구간의 길이는 Fig. 10(a)에 나타난 rocking point에

서의 탄성힌지길이와 같다. 즉, 탄성힌지길이는 회전형

기둥의 끝단에서부터 응력이 점차 증가하다가 작아지는

높이, 즉 최대 축방향 응력이 발생하는 높이임을 알 수

있다.

탄성힌지길이의 변화는 Roh and Reinhorn
17,18)
이 제안

한 반무한모델(half space model)로 예측할 수 있다. Fig.

12는 이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서, 원래의 회전형 기둥과

이에 대칭되는 또 하나의 회전형 기둥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여, Fig. 12(a)와 같이 z축에 대칭되는 double-column

모델을 얻는다. 이 double-column의 경계를 Fig. 12(b)와

같이 무한대로 확장한 모델이 반무한모델이며, 접촉면의

압력(contact pressure)으로 인한 원래의 기둥 위치(x = −d)

에서의 축방향 응력을 조사한다. 이때 최대 축방향 응력

이 발생하는 높이가 탄성힌지길이가 된다. Fig. 12(c)에

서 x = −d인 곳에서 높이(z축)에 따라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분포는 다음과 같다.
23)

(2)

여기서 θ1,2= z/(d )이다. 그리고 d는 회전형 기둥의 깊

이(depth)이며 dc는 기둥끝단에서의 접촉면의 깊이(contact

depth)이다.

최대 축방향 응력이 발생하는 높이를 구하기 위해 식

(2)를 z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 다음과

같은 탄성힌지길이, le가 구해진다.

(3)

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탄성힌지길이는 접촉면의 깊

이와 기둥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식을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rc는 dc/d로서 회전형 기둥의 깊이와 접촉면의 깊

이의 비이다. 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깊이를

가진 기둥일 경우 접촉면의 깊이가 작을수록 탄성힌지길

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식 (4)의 결과와 유

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 횡방향 강도가 발생하는 rocking point

에서는 접촉면의 깊이는 가해진 축방향 하중을 지지하기

σz

qc

2π
------ 2 θ1 θ2–( ) 2θ 1sin 2θ 2sin–( )–{ }–=

dc+−

∂σ z/∂z 0=

le
1

2
--- d

2
dc

2
– 2d d

2
dc

2
–+=

le

L
---

1

2
--- 1 rc

2
– 2 1 rc

2
–+⎝ ⎠

⎛ ⎞ d

L
---=

Fig. 11 Comparison of axial stress distribution at left hand

side of CL-5 rocking and conventional columns.

Fig. 10 Variation of elastic hinge length for lateral behavior:

(a) CL-5 and (b) CL-10

Fig. 12 Analytical model for elastic hinge length (Roh and

Reinhorn, 2009): (a) double-column, (b) half space

model, and (c) axial stress distribution at x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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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최소한의 깊이이므로 rocking point 이후, 즉 post-

rocking 구간에서는 이 접촉면의 깊이는 더 이상 줄어들

지 않게 된다. 따라서 Fig. 10에서와 같이 post-rocking 구

간에서는 탄성힌지길이가 일정하게 되며, 식 (4)는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Rocking point에서의 접촉면의 깊이(dc,r)와 기둥의 깊이

비(rc,r)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

여기서, f 'c는 콘크리트 강도, N은 축방향 하중, A는 기둥

단면적이다. 또한 기둥의 횡방향 강도는 rocking point에

서의 모멘트 평형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정의되며, 이

는 Fig. 6에 나타난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또는 (6)

만약 기둥이 완전 탄성체라면 rocking point에서의 접

촉면 깊이는 매우 작게 되므로(rc,r ≈ 0) 식 (4)로부터 탄

성힌지길이는 ( )d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캔틸레버 형식 회전형 기둥의 탄성힌지길이

회전형 기둥의 상단부 경계조건, 즉 기둥 형식에 따른

탄성힌지길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캔틸레버 형식의

기둥을 고려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Fig. 14와 같이

기둥의 상단과 하단이 보와 기초로 구속된 형태를 “양단

구속(confined-ends)” 형식으로 명명한다. 기둥의 크기와

제원, 그리고 하중은 Fig. 14에서 적용된 값을 사용하였

으며 단지 상단의 MPC와 강체 보를 제거하였다. Fig.

14(a)-(b)는 횡방향 하중-변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예

상대로 기둥의 횡방향 강도나 최대변위 모두 Fig. 6에 나

타난 양단 구속 형식보다 약 2배 정도 작게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Fig. 15(a)-(b)는 횡방향

변위에 따른 CL-5와 CL-10의 양단구속 형식과 캔틸레버

형식의 탄성힌지길이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경계조건과 관계없이 CL-5와 CL-10 각각 동일한

탄성힌지길이가 발생하였으며 post-rocking 구간에서는 일

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CL-5와 CL-10 모두 rocking

point 이후에서는 0.125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식

(4)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접촉면 깊이의 변화에 따른

탄성힌지길이를 Fig. 16에 나타냈으며, 그 결과 매우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세장비(slenderness ratio)에 따른

탄성힌지길이의 변화

세장비(L/d)에 따른 탄성힌지길이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기둥의 깊이(d)는 변화시키지 않고 길이(L)에만 변

화를 주었다. Table 1에서와 같이 세장비를 5와 10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각각 단주와 장주를 표현한다. 한편

앞 장에서 고려된 회전형 기둥의 세장비는 7이었다. 각

세장비마다 다른 경계조건, 즉 양단구속 형식과 캔틸레

버 형식의 회전형 기둥을 고려하였으며 축방향 하중은

공칭강도의 10%로 재하하였다.

이에 따른 총 4가지 경우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탄성힌지길이 변화를 Fig. 17(a)-(b)에 나타

냈다. 탄성힌지길이의 비(le/L)는 세장비가 5인 경우가 세

장비가 10인 경우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

dc r,
N

0.85f′c A
--------------------d= rc r,

N

0.85f′c A
--------------------=

Vr
N

L
---- d dc r,–( )=

Nd

L
------- 1 rc r,–( )

3/2

Fig. 13 Comparison of elastic hinge length: (a) CL-5 and (b)

CL-10

Fig. 14 Lateral force-displacement response of cantilever

rocking columns: (a) CL-5 and (b) 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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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둥의 세장비를 감안하면 탄성힌지길이(le) 자체는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깊이로 설계된 기둥의

경우 탄성힌지길이는 접촉면의 깊이에 의해 지배됨을 의

미한다.

6. 결 론

회전형 기둥의 탄성힌지길이는 기둥의 비선형 횡방향

하중-변위 관계를 정의하는데 필수적인 인자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축방향 하중

의 크기와 경계조건, 세장비를 변화시켰으며, 이 결과를

제안된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회전형 기둥의 비선형 횡방향 거동시 축방향 하중

에 따른 탄성힌지길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성힌지길이는 축방향 하중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

하게 나타났다. 

2) 회전형 기둥의 경계조건(양단구속 형식, 캔틸레버

형식)을 변화시켰을 경우에도 탄성힌지길이는 동일

하게 나타났다.

3) 세장비를 변화시켰을 경우, 탄성힌지길이의 비(le/L)

는 세장비의 비율만큼 차이를 보였으나, 탄성힌지

길이 자체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4) 탄성힌지길이를 위한 이론적 예측식인 반무한모델

(half space model)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Fig. 15 Comparison of elastic hinge length for different types

or boundary conditions: (a) CL-5 and (b) CL-10

Fig. 16 Comparison of elastic hinge length of cantilever

rocking columns: (a) CL-5 and (b) CL-10

Fig. 17 Variation of elastic hinge length for each slenderness

ratio: (a) 5 (short column) and (b) 10 (long column)

Table 1 Rocking columns with various slenderness ratios

Slenderness ratio

(L/d)
Axial load  Boundary conditions

5 (short column)

10% of N0

 Confined-ends type

 Cantilever type

10 (long column)
 Confined-ends type

 Cantilev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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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예측식에는

기둥의 깊이(column depth, d)와 접촉면의 깊이(con-

tact depth, dc)라는 두 가지 변수로만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탄성힌지길이는 기둥의 깊이가 일정한 경우

접촉면의 깊이 또는 접촉면 깊이의 비(dc/d)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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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와 기둥이 서로 강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진에 의해 연결부에서 심

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저감시키면서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결 형태가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연결부에서의 회전을 허용하는 연결형식이 있으며 보나 기둥, 그리고 전단벽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회전

형 구조요소들은 횡방향 거동시 비선형 힘-변위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은 연결부의 회전으로 인한 접촉면의 깊이

(contact depth)가 줄어듦과 동시에 요소의 각 단면에서의 응력이 비선형적으로 분포되는 탄성힌지 구간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축방향 하중(공칭강도의 5%와 10%)과 경계조건(양단구속 형식, 캔틸레버 형식), 세장비(L/d = 5,

7, 10) 등의 변수를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회전형 기둥의 탄성힌지 구간 또는 길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변수는 탄성힌지길이 변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다만 접촉면의 깊이에 의해 지배됨을 알 수 있었

다. 이 탄성힌지길이는 opening state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rocking point까지(pre-rocking 구간)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post-rocking 구간)에서는 일정한 값을 보였다. 탄성힌지길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론적 예측식인 반무한모델

(half space model)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회전형 기둥, 유한요소해석, 탄성힌지길이, 반무한모델, 비선형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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