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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을 고려한

5층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푸쉬오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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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inelastic shear behavior of beam-column joint and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are evaluated considering higher modes on the response of RC OMRF using the pushover analysis. A structure used for the

analysis was a 5-story structure located at site class SB and seismic design category C, which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KBC2009. Bending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for beam and column was identified using fiber model. Also, bending moment-

rotation relationship for beam-column joint was calculated using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and moment equi-

librium relationship for the joint. The results of pushover analysis showed that, although the rigid beam-column joint overestimated

the stiffnes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 the inelastic shear behavior of beam-column joint could be neglected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design since the averag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satisfied the criteria of KBC2009 for RC OMRF independent to

inelastic behavior of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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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도 잦은 지진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내진설계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이 사양중심설계(prescriptive design)에서 성능

기반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로 변화하고 있다. 성

능기반설계는 현행의 설계기준에 의존한 방법이 아니라

구조물의 목표성능을 직접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다 경제

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내진설계에 성능기

반설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실제거동을 정확

히 예측하기 위하여 비탄성 구조해석이 필요하다.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물의 비탄성 구조해석에서 일반

적으로 보-기둥 접합부는 변형 및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강체요소로 가정하고 보와 기둥의 비탄성 거동만 고려하

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진과 같은 횡력이 철근콘

크리트 골조구조물에 작용할 때 보-기둥 접합부는 전단

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파괴될 경우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능력 및 에너지 소산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물 붕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설계된 구조물이나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경우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전단강도 검토나 내진상세를 적

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둥 접합부의 거동을 고려한 구

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푸쉬오버해석은 재료의 비탄성 특성과 구조물의 부정

정성을 반영하여 횡력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해석 방법으로 해석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실무에서도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푸

쉬오버해석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횡하중의 수직분포 형

태는 푸쉬오버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일반적으

로 1차 모드 형태를 적용한다. KBC2009 등가정적해석

에서는 수직분포계수를 활용하여 횡하중 형태를 결정하

며 구조물의 주기가 길어질수록 고차모드의 영향이 증가

한다. Kim
1)
과 Freeman

2)
은 푸쉬오버해석에서 고차모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횡하중 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푸쉬오버해석을 통해 보-기둥 접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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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성 전단거동과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가 횡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푸쉬오버해석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보-기둥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동이 횡력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BC2009에 맞게 예제구조물을 설계하고 철

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동을 표현하

기 위한 해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접합부 해석모

델은 연구실에서 개발된 비탄성 정적 및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는 섬유모델(fiber

model)과 유연도 선행분포 모델을 활용하여 부재 비탄성

강성도 행렬을 구했으며 보-기둥 접합부는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로 전단응력-전단변형

률 관계를 확인하고 접합부의 모멘트 평형관계를 활용하

여 등가 모멘트-회전각으로 치환하였다. 횡하중의 수직

분포 형태는 KBC2009의 등가정적해석법에 제시된 방법

과 Kim과 Freeman이 각각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을 고려한 푸쉬오버해

석을 통해 예제구조물의 강성도 및 강도, 소성힌지 분포,

반응수정계수 등을 확인하여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

조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으며 횡하중의 수직분포 형태

에 따른 거동을 비교하였다.

3. 구조설계

Fig. 1은 이 연구를 위해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골조구

조물의 구조평면도이다.

5층 규모의 업무시설 용도로 층고는 동일하게 4 m이며

중력하중은 고정하중 4.5 kN/m
2
, 적재하중 2.5 kN/m

2
로 고

려하였다. KBC2009
3)
와 KCI2007

4)
을 참고하여 지역계수

0.22와 지반종류 SB, 내진설계범주 C에 대하여 구조설계

하였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

골조로 반응수정계수는 3이다. 탄성해석 및 구조설계는

MIDAS GEN을 이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조설계 결과

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4. 구조해석모델

4.1 보 및 기둥

철근콘크리트 보 및 기둥 부재는 섬유모델을 이용하여

단면 휨강성도 및 휨강도를 확인하였으며 부재를 이루는

다수의 요소에 유연도 선형분포 모델을 적용하여 부재

강성도 행렬을 구하였다.

4.1.1 섬유모델(fiber model)

섬유모델은 단면을 다수의 섬유 요소로 나누고 각 섬

유에 재료 응력-변형률 관계를 적용함으로써 단면 휨모멘

트-곡률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외부 콘크리트에 modified

Hognestad model
5)
과 내부 콘크리트에 Hoshikuma model

6)

을 적용하여 횡방향 철근 구속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콘크

리트 응력-변형률 관계는 Fig. 2(a)에 나타내었다. 철근은

탄성계수 1%의 소성경화를 고려하여 Fig. 2(b)와 같이 단

순화하였다. 섬유모델을 이용한 3층 내부기둥의 휨모멘트

-곡률 관계를 Fig. 2(c)에 나타내었다. 비선형 휨모멘트-곡

률 관계를 적용할 경우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 연구에서는 tri-linear model로 단순화하였다.

4.1.2 유연도 선형분포 모델

하나의 부재를 다수의 요소로 나타내었으며 한 요소의

양단과 변곡점 사이에서 유연도가 선형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는 유연도 선형분포모델을 적용하여 부재 비탄성Fig. 1 Typical plan of example structure

Table 1 Summary of designed section

Type Story Section (mm) Reinforcement
Stirrup &

Hoop

Beam

(end)
1F-5F

G1

400*600

top 8-D22

D10@200

bot 3-D22

G2
top 7-D22

bot 4-D22

G3
top 7-D22

bot 3-D22

G4
top 7-D22

bot 4-D22

Column

1F

C1

500*500

14-D25

D10@200

C2 10-D25

C2A 10-D25

C3 8-D25

2F-5F

C1

6-D25
C2

C2A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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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 행렬을 유도하였다. 부재를 이루는 요소 개수에

따라 오차 및 해석시간이 변하므로 선행연구
7,8)
를 통해

산정한 적정요소 개수를 해석에 적용하였다.

4.2 보-기둥 접합부

4.2.1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는 Kim 등의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

vior model
9)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 모델은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면내 기하학

적 조건(interior, exterior, knee)과 면외 기하학적 조건(2

면구속, 3면구속, 4면구속), 편심율, 콘크리트강도, 인접

한 보의 주철근비, 접합부내 횡철근량 등을 변수로 하여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4가지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Fig. 3에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을 이용하여 X2열 외부 보-기둥 접

합부에 대한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2의 식 (1), (2)는 Fig. 3의 (C)점으로 보-기둥 접

합부 최대응답에 대한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을 나타낸

다. (A)점은 보-기둥 접합부에 대각균열이 발생한 상태

를 나타내며 (B)점은 보-기둥 접합부 내 횡방향 철근이

항복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D)점은 최대강도인 (C)

점의 90%에 해당하는 전단응력을 가지며 (D)점의 전단

변형은보-기둥 접합부의 한계변형을 나타낸다. 섬유모델

과 마찬가지로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

Fig. 2 Fiber model

Fig. 3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Table 2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Developed model

α t : in-plane geometry parameter

β t : out-of-plane geometry parameter

η t : joint eccentricity parameter

λ t : adjusting factor

αγ t : in-plane geometry parameter

βγ t : out-of-plane geometry parameter

ηγ t : joint eccentricity parameter

λγ t : adjusting factor

JI : joint transverse reinforcement index

BI : beam reinforcement index

f 'c: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ν j A( ) 0.442 Eq 1( )×=

γ A( ) 0.0197 Eq 2( )×=

ν j B( ) 0.890 Eq 1( )×=

γ B( ) 0.362 Eq 2( )×=

ν j C( ) α tβ tη tλ t JI( )0.15 BI( )0.30 f′ c( )0.75       (1)=

γ C( ) α
γtβγtη γtλ γtBI JI( )0.10 Eq 1( )

f′c
---------------⎝ ⎠
⎛ ⎞ 1.75–

   (2)=

ν j D( ) 0.90 Eq 1( )×=

γ D( ) 2.02 Eq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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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Fig. 3의 점선과 같이 tri-linear model로 치환하여

구조해석에 적용하였다.

4.2.2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에 발생하는 전단력-전단

변형 관계는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로부터 접합부에 작

용하는 등가 모멘트-회전각 관계로 치환이 가능하다.
10)

Fig. 4에 내부 보-기둥 접합부의 자유물체도를 나타내었

다. Fig. 4(b)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평행조건에

의해 식 (3), (4)를 얻을 수 있으며 보의 모멘트와 기둥의

전단력은 모멘트 평형관계에 의해 각각 식 (5)와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앞의 식을 정리하면 접합부내에 발생

하는 전단력을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8)을

통해 기둥에 전달되는 등가모멘트로 표현할 수 있다.

(3)

, (4)

(5)

(6)

(7)

(8)

4.2.3 보-기둥 접합부 해석모델

이 연구에서는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변형과 전단파괴

메커니즘을 고려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보-기둥 접합

부 해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접합부의 모멘트 평형관계를 이용해 치환된 등가모멘

트-회전각 관계를 기둥의 중심선 양쪽에 배치된 스프링

요소에 적용하였다. 스프링 요소에서는 양쪽 보 단부에

서 접합부로 전달되는 합 모멘트를 추적하여 접합부내

발생하는 전단력을 구하고 동일한 회전각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보-기둥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전단변형을 표현

하였다. 또한 강체 요소로 연결하여 접합부 내에 전단변

형을 제외한 추가적인 변형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5. 비탄성 정적해석(푸쉬오버해석)

5.1 골조 해석모델

푸쉬오버해석에서 내외부 골조를 모두 고려하고 강체

다이어프램(rigid diaphragm)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Fig. 6

과 같이 약축 방향의 모든 골조를 강체 트러스를 이용한

연결골조를 해석에 적용하였다. 초기하중은 FEMA273을

Vjh Cb1 Tb2 Vc–+=

Cb1 Tb1

Mb1

jd
---------= = Cb2 Tb2

Mb2

jd
---------= =

Mb Vb

Lb

2
-----

hc

2
-----–⎝ ⎠

⎛ ⎞=

Vc

Vb Lb⋅
Lc

----------------
2Mb

Lc 1
hc

L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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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h

2Mb

jd
----------

2Mb

Lc 1
hc

L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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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quilibrium of interior beam-column joint Fig. 5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joi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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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고정하중 100%와 적재하중 25%를 고려하였다.

이후 골조에 대한 표기방법은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의 고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O - 5 -  I

                 ①  ②  ③

① O : OMRF

② Story : 5

③ I : inelastic beam-column joint 

   R : rigid beam-column joint 

5.2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 수직분포

Freeman과 Kim은 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고차모드를 고려할 수 있는 횡하중 산정법을 제시하였다.

Freeman은 각 모드별 층하중을 구하여 SRSS법으로 조

합한 반면 Kim은 모드별 층전단력을 산정하고 SRSS법

으로 조합 후 다시 층분배하는 방법으로 횡하중 형태를

결정하였다.

Fig. 7에 예제구조물에 대하여 KBC2009, Kim, Freeman

의 방법으로 산정한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를 나타내었다.

KBC2009의 경우 1차 모드와 유사한 횡하중 형태를 보이

며 Freeman이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한 횡하중은 저층부의

횡하중이 증가한 형태를 보였다. Kim이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한 횡하중의 경우 상층부의 횡하중이 증가한 형태로

상대적으로 KBC2009의 횡하중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5.3 변형능력을 고려한 한계상태

구조물 한계상태는 구조물의 최대변위, 층간변위, 부재

의 변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FEMA356에서 제시한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물의

붕괴방지 성능수준인 최대 층간변위 4%와 부재 및 보-

기둥 접합부의 한계변형을 고려한 최대변위 중 작은 값

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조물 한계상태로 정의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의 한계변형은 Fig. 2(c)의 moment-curvature

에서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곡률이며 보-기둥 접

합부는 Fig. 3의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 (D)점을 한계변형으로 설정하였다.

Fig. 8에 O-5-I와 O-5-R의 최대 층간변위 4%에 대한

푸쉬오버해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부재 및 보-기둥 접합

부의 한계변형이 발생한 한계상태를 ‘X’로 표시하였다.

최대 층간변위 4%가 발생하기 전에 O-5-R에서는 X2열

1층 내부 기둥에서 O-5-I는 X2열 1층 내부 보-기둥 접합

부에서 가장 먼저 한계변형이 발생하였다.

구조물 한계상태에 대한 최대 층간변위는 O-5-R에서

2.2%, O-5-I에서 2.04%이었으며 최대 지붕층변위는 O-5-

R에서 276 mm, O-5-I에서 292 mm이었다. 다음의 ‘5.4 구

조해석 결과’는 구조물 한계상태에 대한 결과이다.

5.4 구조해석 결과

5.4.1 밑면전단력-지붕층 변위

Fig. 9에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대한 밑면전단력-지

붕층 변위를 나타내었다. 모든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대해서 O-5-R의 구조물 강성도 및 강도가 O-5-I보다 크

며 O-5-I에서는 횡하중이 점선으로 표시된 설계밑면전단

력에 도달하기 전에 보-기둥 접합부에 대각균열이 발생

하여 강성도가 저하되었다.

O-5-I의 강성도 및 강도는 Freeman, Kim, KBC2009

순으로, 최대 지붕층변위는 Kim, Freeman, KBC2009 순

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O-5-R의 강성도 및 강도는 Free-

man, Kim, KBC2009 순으로, 최대 지붕층변위는 KBC

2009, Kim, Freeman 순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5.4.2 층간변위 및 층변위

Fig. 10에 각 하중 별 층간변위를 나타내었다. O-5-I에

Fig. 6 Linked frame with rigid truss

Fig. 7 Vertical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Fig. 8 Base shear ratio-top displacement (limi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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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모든 횡하중에 대하여 1층의 보-기둥 접합부가 가

장 먼저 한계변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2층의 최대 층간

변위가 유사하였다. O-5-R에서는 모든 횡하중에 대하여

1층 기둥 하부에서 가장 먼저 한계변형이 발생하여 1층

층간변위가 유사하였다.

최대 층간변위는 Freeman, Kim, KBC2009 순으로

1.5%, 1.9%, 2.2% 발생하였다. O-5-R의 최대 층간변위

차이는 횡하중별로 저층부에 변형이 집중되는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Fig. 11에 각 하중별 층변위를 나타내었다. 층변위는

O-5-R에서 횡하중 별로 차이가 크며 O-5-I에서는 횡하중

형태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4.3 소성힌지 분포

Fig. 12, 13에 소성힌지 분포 및 파괴 메커니즘을 나타

내었다. 대칭구조물로 X1열에서 X3열까지만 나타내었으

며 부재 및 접합부의 소성화 정도는 균열상태와 항복상

태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었다. O-5-R에서는 저층부 대부

분 보와 기둥 부재에서 항복이 발생하여 변형이 저층부

에 집중되는 반면 O-5-I에서는 최상층을 제외한 대부분

보-기둥 접합부에서 균열 및 항복이 발생하여 전 층에

걸쳐 변형이 분산되었다.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에 따른 소성힌지 분포를 살펴보

면 KBC2009 횡하중에서 가장 많은 소성힌지가 발생하

며 Freeman 횡하중에서는 저층부에 변형이 집중되어 상

대적으로 적은 개수의 소성힌지가 발생하였다.

5.5 반응수정계수

반응수정계수는 일반적으로 설계강도(VD)와 보유강도

(VY)의 비인 강도계수(Rs), 항복변위(∆Y)와 최대변위(∆U)

의 비인 연성계수(Rµ)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Fig. 14와 같이 구조물 한계상태까지의 밑면전단

력-지붕층변위 관계를 등가에너지 개념을 적용해 bi-linear

로 이상화하여 강도계수(Rs)와 연성계수(Rµ)를 산정하였다.

Table 3과 Fig. 15에 강도계수, 연성계수, 반응수정계수

를 나타내었다. O-5-R에서 O-5-I보다 강도계수는 크게 평

가되며 O-5-I에서 O-5-R보다 연성계수가 크게 평가되었다.

반응수정계수는 O-5-R에서 평균 3.07로 평가되었으며 O-

5-I에서는 평균 3.63으로 평가되었다. O-5-I에서는 보-기둥

Fig. 9 Base shear ratio-top displacement for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Fig. 10 Story drift for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Fig. 11 Story displacement for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을 고려한 5층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의 푸쉬오버해석│523

접합부에 변형이 분산되어 연성계수가 증가하므로 O-5-R

보다 반응수정계수가 크게 평가되었다. 보-기둥 접합부 비

탄성 전단거동의 고려 여부와 횡하중의 수직분포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KBC2009에 제시된 3과 유사하다.

비탄성 정적해석인 푸쉬오버해석으로 강도계수, 연성

계수와 반응수정계수 등의 설계계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구조물의 비탄성

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별 최

대지반가속도에 대한 비탄성 시간이력해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 12 Plastic hinge for rigid beam-column joint (O-5-R)

Fig. 13 Plastic hinge for inelastic beam-column joint (O-5-I)

Fig. 14 Concept of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Table 3 Design factor

Load type Rs Rµ R

O-5-I

KBC2009 1.424 2.316 3.29

Kim 1.532 2.465 3.78

Freeman 1.663 2.295 3.82

O-5-R

KBC2009 1.897 1.757 3.33

Kim 1.963 1.551 3.04

Freeman 2.035 1.399 2.85

Fig. 15 Design factor for distribution of lateral load and beam-

colum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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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반조건 SB 내진설계범주 C의 5층 철

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를 대상으로 보-기둥 접합부

의 비탄성 전단거동과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 수직분

포 형태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푸쉬

오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을 고려하는 경우 횡

하중이 설계밑면전단력에 도달하기 전에 접합부에

대각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강성도 및 강도가 저

하되었으며 구조물 비탄성 변형이 보, 기둥 부재보

다 보-기둥 접합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반응수정

계수는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에 관계없이 KBC2009

에 제시된 보통모멘트골조 반응수정계수인 3을 만족

하였다. 그러므로 내진설계범주 C의 보통모멘트골조

구조설계 과정에서 보-기둥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

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체 보-기둥 접합부의 경우 Freeman 횡하중 수직

분포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거동을 보이며 비탄성

접합부의 경우 KBC2009 횡하중 수직분포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거동을 보였다. Freeman 횡하중 수직

분포에서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에 관계없이 하부

층에 비탄성 변형이 집중되어 연성계수는 가장 작

고 강도계수는 가장 크게 평가되었다.

3) 비탄성 정적해석은 강도계수, 연성계수, 반응수정계

수 등의 설계계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비탄성 동적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어 비탄성 시간이력해석을 추가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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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푸쉬오버해석을 통해 보-기둥 접합부 비탄성 전단거동과 고차모드를 고려한 횡하중 수직분포

형태가 구조물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반조건 SB 내진설계범주 C에 대해서 5층 철근콘크리트 보통모

멘트골조를 KBC2009에 맞게 구조설계 하였다. 보 및 기둥 부재의 휨모멘트-곡률 관계는 섬유모델(fiber model)로 확인

하였으며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회전각 관계는 simple and unified joint shear behavior model과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푸쉬오버해석 결과 보-기둥 접합부를 강체로 고려하는 경우 구조물의 강성도 및 강도

가 과대평가 되었으나 반응수정계수는 접합부 비탄성거동과 관계없이 KBC2009 보통모멘트골조 계수를 만족하여 구조

설계 과정에서 보-기둥 접합부의 비탄성 전단거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푸쉬오버해석, 보-기둥 접합부, 전단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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