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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xperimental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eismic and structural performance of precast 

concrete exterior beam-column joints using bolt type connection and prestressing method. A total of five full-scale exterior 

beam-column joints were constructed and tested under reversed cyclic loading, controlled by displacement. Results of the test are as 

follows: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nd pinching phenomenon of PC beam-column joints showed disadvantageous behavior 

compared to RC beam-column joints. However, drift capacity of the PC joint was excellent. Also, yield mechanism concentrated on 

embedded nuts was suitable as an exterior beam-column joint of lateral load resistance frame. Additional application of prestressing 

method was also very effective to control excessive pinching and cracking in the joint region, and thus improved an overall seismic 

performance of the PC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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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널리 사용되는 건축 구조물의 형식에는 철근콘크

리트구조, 철골구조, 그리고 강-콘크리트 합성구조가 있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습식공법으로서 현장에서 모

든 작업이 이루어지며 인건비, 거푸집 등으로 인해 공사

비가 상승하고 전천후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

며 철골 구조물의 경우 건식공법이지만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며 현장에서 용접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공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식공법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은 양질의 부재를 공장에서 대

량으로 생산, 운반하며 현장에서의 작업량이 최소화되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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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및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건축시장

에서는 해외에서만큼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서는 접합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습식공법이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건식공법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시공성이 낮을 수도 있으며 

연결부 일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진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1-3) 이러한 단점으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으로의 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건식 공법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

서도, 부재간 접합에 대한 안정성 및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합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볼트접합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보-기둥 외부접합부를 제작하여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접합부의 균열 및 파괴 

양상, 횡변위각, 구조적 성능 등을 분석하여 볼트접합이 

적용된 외부접합부의 내진거동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기

존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이 사용된 실험체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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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ed PC connection

Table 1 Test specimen nomenclature and variables

Specimen
Column 

size

Beam 

size

Embedded 

nut
Strand

RC1 500×500 400×650 - -

PC1 500×500 400×650
2-∅45, 

L-300 mm
-

PC1-T 500×500 400×650
2-∅45, 

L-300 mm
3-∅12.7

RC2 700×700 500×700 - -

PC2-T 700×700 500×700
3-∅45, 

L-400 mm
3-∅12.7

Table 2 Design strength of test specimens

Specimen
Mn

(kN · m)

Vj

(kN)

Vn

(kN)
Vj/Vn Ib/Ic

RC1 699.83 1400.52 1473.1 0.95 0.88

PC1 659.69 1413.63 1473.1 0.96 0.88

PC1-T 801.5 1582.59 1473.1 1.07 0.88

RC2 1087.96 2252.18 2887.28 0.78 0.18

PC2-T 1254.11 2362.53 2887.28 0.82 0.18

적 거동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유사한 접합방식은 기

존에 내부접합부에 한해서만 실험되었고,1-6) 외부접합부 

실험은 이 연구에서 최초로 수행되었다.

2. 접합부 개발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의 건식공법 

유지, 부재 간 접합에 대한 시공성 향상 및 강진지역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

였다. 접합부의 개념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발

된 PC 접합부는 매설용너트(embedded nut), 전달철물(steel 

block), 고장력볼트(A490 bolt), 고강도 이형강봉(high-strength 

threaded bar)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둥에 위치한 매설용너

트는 볼트와 직접 체결되며 전달철물을 통해 보 끝단의 

응력을 전달받아 항복하게 된다. 매설용너트는 PC 접합

부에 사용된 철물 중에 유일하게 항복하는 철물이며 항

복 이후 구조물의 연성적인 거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콘크리트 내 정착을 위해 정착판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

착판에는 요철부를 만들어 볼트와의 체결 시 헤드의 회

전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는 볼트만으로 간단하

게 보-기둥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접합부의 전달철물은 볼트로만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보에서의 이격으로 인해 슬

립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이 연구에서는 상기 기술된 PC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3개의 PC 실험체를 제작하

였고 일체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의 구조적 성능비교

를 위하여 모멘트 강도가 동일한 RC 실험체를 추가로 제

작하였다. 모든 보-기둥 외부접합부 실험체는 실물크기로 

제작하였다. 실험체 일람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발된 접합부가 사용된 실험체는 PC, 일체식 철근콘크

리트가 사용된 실험체는 RC로 명명하였고 1과 2의 기호

를 사용하여 실험체 크기를 구분하였다. 또한 강연선이 

추가된 실험체는 T를 추가하여 명명하였다.

실험체 설계강도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KCI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7) PC 실험체의 Mn

(모멘트강도)은 매설용너트가 항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8) PC 실험체의 모멘트강도는 식 (1), RC 실험체

의 모멘트 강도는 식 (2), 조인트 전단강도는 식 (3), 접합

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식 (4),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력

은 식 (5)에 의해 각각 산정하였다.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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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여기서, Mn : 모멘트강도

nnut : 매설용너트의 개수(상부 또는 하부)

Anut : 매설용너트의 단면적

fy_nut : 매설용너트의 항복강도

dnut : 보 상단-하부 매설용너트 중심까지의 거리

d’ : 보 상단-상부 매설용너트 중심까지의 거리

n : 보 주근 개수(상부 또는 하부)

As : 보 주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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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men RC1 (unit: mm)

Fig. 3 Specimen PC1 (unit: mm)

Fig. 4 Specimen PC1-T (unit: mm)

Fig. 5 Specimen RC2 (unit: mm)

Fig. 6 Specimen PC2-T (unit: mm)

Table 3 Results of rebar tensile tests

Bar Yield strength fy (MPa) Tensile strength fu (MPa)

D10 487.73 625.12

D13 498.9 640.7

D16 470.43 620.93 

D19 493.71 622.55 

D22 554.83 677.02

D25 484.3 651.96

D29 536.5 698.66

Table 4 Results of concrete tests

Specimen
Compressive strength

fck (MPa)

Tensile strength

fsp (MPa)

RC1 38.3 3.34

PC1 38.49 5.54

PC1-T 36.87 3.18

RC2 43.64 3.32

PC2-T 54.07 3.22

fy : 보 주근 항복강도

d : 보 상단에서 하부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a : 콘크리트 압축깊이

Vn : 접합부 전단강도

Vj :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

fck : 콘크리트 압축강도

Aj : 조인트 유효 단면적

Vc :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력

RC1, PC1, PC1-T실험체는 Vj/Vn을 1에 가깝게 설계하

여 현행 코드의 보수적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종

국엔 접합부에서의 전단파괴가 예상된다. 강연선이 추가

된 PC1-T 실험체는 PC1 실험체보다 약 20% 큰 부모멘트 

강도를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체는 특수모멘트골

조 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실험체 상세는 Fig. 2

∼6과 같다.

3.2 사용재료 및 재료특성

3.2.1 콘크리트 및 철근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35 MPa을 목표로 

배합하였고 철근은 SD400 이형철근을 사용하였다. 이형

철근 인장강도 시험결과는 Table 3,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3.2.2 강연선

이 실험에서는 7연선의 지름 12.7 mm 강연선을 사용하

였다. 프리스트레스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인장강도(fpu)

의 85% 까지 긴장하였으나 긴장 후 약 2달 후 실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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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itial and effective prestressing of strands

Specimen Strand
Length

Δ (mm)

Elongation

δ (mm)

Initial 

prestressing

Pi (kN)

Effective

prestressing

Pe (kN)

PC1-T

1 5289 36 129.07 78.40 

2 5289 36 129.07 78.79 

3 5289 36 129.07 79.48 

PC2-T

1 5290 36 134.26 78.89 

2 5283 37 138.18 80.26 

3 5288 36 134.26 79.09 

Table 6 Results of steel tensile tests

Bar
Yield strength

fy (MPa)

Tensile strength

fu (MPa)

Embedded nut 413.67 666

Threaded bar 1001 1129

Fig. 7 Test set-up and installation of LVDT

Fig. 8 Loading plan

행되는 동안 양단의 강연선 꼬리를 잘라내는 작업 등의 

영향으로 쐐기슬립이 발생하여 로드셀 측정결과 최종적

으로 인장강도의 42%의 긴장력일 때 실험이 수행되었다. 

긴장 직후 및 실험수행 시 강연선의 긴장력은 신장양 측

정 및 로드셀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Table 5에 나타내었다.

3.2.3 매설용너트 및 고강도 이형강봉

매설용너트와 고강도 이형강봉의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3.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각 실험체는 Fig. 7에서와 같이 보의 모멘트 작용에 의

해 기둥 양 단부가 회전하도록 지점 상·하부 및 축방향에 

힌지를 설치하여 양 단부의 경계조건을 핀으로 설정하였

다. 보 가력 시 기둥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면

에 반력 프레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보의 편심 및 

실험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과 볼지그를 부착

하였으며 가력기를 보 단부에 설치하여 변위제어방식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 실험체 기둥에 축하중은 가하

지 않았지만 반력프레임의 설치로 인해 약간의 하중이 

가해졌으며 그 값은 하중계로 측정하였다.

각 횡변위각을 기준으로 3 cycle씩 정·부 방향으로 반

복 가력하였다. 가력초기에는 0.25%씩 변위를 증가시키

고 이후에는 0.5%, 1%씩 변위를 증가시켜 최대 5%의 변

위가 발생할 때까지 가력하였다. 최대하중의 20% 이상 

내력이 감소하면 실험체가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력

을 멈추었다. 실험체 가력계획은 Fig. 8에 나타내었다.

부재의 변형은 스트레인게이지와 변위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철근 스트레인게이지는 매설용너트와 기둥

의 전단철근에 콘크리트 타설 전 부착하였다. 변위계의 

설치위치는 Fig. 7에 나타내었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 양상

각 실험체별 균열 및 파괴양상은 Fig. 9에 나타내었다.

4.1.1 RC1, PC1, PC1-T

① 세 실험체 모두 최종적으로 접합부 내에서 대각 균

열 및 X형 균열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접합부 전

단파괴 유형을 나타내었다.

② PC1, PC1-T 실험체는 보 상 · 하부에 설치된 전달철

물을 연결하는 철재를 따라 균열이 가장 먼저 발생

하였으며(Fig. 9), 이후 보에 추가적인 균열은 발생

하지 않았다. 반면 RC1 실험체는 보의 휨균열과 접

합부의 대각균열이 동시에 발생하여 진행되었다.

③ 강연선으로 보강된 PC1-T 실험체는 PC1과 비교하

였을 때 층간변위비 1.5% 가력이후(Fig. 10) 전반적

으로 균열이 적게 발생하였다. 이는 강연선으로 인

한 균열제어효과로 판단된다.

④ PC1과 PC1-T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5%에서 접합부

의 콘크리트 피복 탈락 및 매설용너트 정착부의 파

괴로 인하여 접합부 바깥쪽 기둥의 콘크리트 피복

이 탈락하였다. 정착부 상단의 콘크리트 피복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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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ack patterns and failure modes for specimens

PC1 PC1-T Fig. 11 Splitting failure of PC2-T (drift 1%, 5%)

Fig. 10 Crack pattern after drift 1.5%

락한 것으로 보아 매설용너트 정착판의 매립 깊이

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4.1.2 RC2, PC2-T

① RC2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1%에서 보와 접합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 층간변위비 4%까지 보의 휨균

열 정도는 증가하였지만 접합부의 균열은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층간변위비 4%에서 보의 균열 폭이 크

게 증가하면서 피복이 탈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층

간변위비 5%에서 보 주근의 좌굴로 인해 최종적으

로 파괴되었다.

② PC2-T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1%에서 보의 고강도 

이형강봉 주변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Fig. 11) 실

험체가 파괴되기 전까지 균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층간변위비 1.5%에서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

하였으며 층간변위비 3%지 접합부 균열은 미세하

게 증가하였다. 층간변위비 5%에서 Fig. 11과 같이 

고강도 이형강봉의 부착파괴가 보에서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③ 실험체의 보는 실제 구조물안의 보의 절반만 제작

되었고, 보의 끝은 변곡점을 모사하기 위해 힌지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구조물에서는 고강도 

이형강봉의 정착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부착성능

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복두께의 

증가 및 보 횡보강근의 보강으로 정착을 보다 강화

할 수 있다.

4.2 이력거동 특성

실험체의 모멘트-층간변위 관계는 Fig. 12에 나타내었

다. 각 실험체의 모멘트 강도와 실험 결과에 나타난 최대 

모멘트의 비교를 위해 강재항복시험과 콘크리트 압축강

도 시험 결과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모멘트 강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의 최대 모멘트 강도에서 5% 내력

이 저하된 지점의 층간변위비를 횡변형능력(drift capacity)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력곡선과 함께 Fig. 12에 나타내었다.

RC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가 초기 모

멘트 강도 산정에 사용된 것보다 20% 정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나타난 최대모멘트강도는 RC 실험체

가 PC 실험체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모든 실험체의 최대 

모멘트는 각 실험체의 설계 모멘트 강도에 도달하였다.

PC 실험체에서 나타나는 핀칭현상은 완전 건식공법으

로 제작하여 고장력볼트로 접합한 구조 시스템에서 인장 

시 보와 기둥에 이격이 발생하고 압축으로 전환될 때 보

와 기둥이 다시 접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접합부 설계과정에서 고려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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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ysteresis curves

4.2.1 RC1, PC1, PC1-T

① R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3%까지 내력이 증가하

였고 최대 모멘트 918.2 kN · m를 나타내었다.

② P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까지 내력이 증가하

였고 최대모멘트 713.3 kN · m를 나타내었다.

③ PC1-T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까지 내력이 증가

하였고 강연선으로 인해 PC1 실험체보다 약 20% 

증가한 최대모멘트 859.3 kN · m를 나타내었다. PC1-T 

실험체도 슬립현상이 발생하였지만 PC1 실험체에 

비해 작게나마 슬립으로 인한 핀칭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프레스트레싱에 의한 복원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PC1과 PC1-T 실험체는 매 횡변위율에서 3회의 반

복하중에도 층간변위비 4%까지 내력의 저하가 나

타나지 않는 우수한 구조적 거동을 나타내었다.

4.2.2 RC2, PC2-T

① RC2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3%까지 내력이 증가하

였으며 최대 모멘트 1526.8 kN · m를 나타내었다. 

층간변위비 5%에서 세 번째 cycle 가력도중 보 주

근의 좌굴로 인하여 실험을 중단하였다.

② PC2-T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까지 내력이 증가

하였으며 최대 모멘트 1273.3 kN · m를 나타내었다. 

보 내에서 고강도 이형강봉의 부착파괴로 인해 층

간변위비 5%에서 실험을 중단하였지만 접합부나 

접합장치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4.3 접합부 전단성능

실험체의 각 층간변위 첫 번째 cycle에서의 접합부 전

단변형과 그것이 전체 층간변위에 기여하는 비율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에서 접합부 전단변형은 

층간변위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4.3.1 RC1, PC1, PC1-T

① 전체 층간변위에 대한 접합부 전단변형의 비율은 

층간변위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② R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3%까지 매우 좋은 구조

적 거동을 보였고 층간변위비 4%에서 접합부 전단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PC1, PC1-T 실험체보

다 우수한 구조적 거동을 보인다.

③ PC1과 PC1-T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3%까지 접합부 

전단변형이 0.01 rad 미만이며 이를 통해 3%까지 

접합부 변형이나 매설용너트의 정착성능에 큰 문제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에서 접합부 전단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설용너트의 뽑

힘현상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각 층간변

위에서 3회의 반복가력을 한 것도 4%에서 전단파

괴가 종국에 발생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④ 층간변위비 4%에서 PC1-T의 접합부 전단변형은 

PC1과 비교하였을 때 약 27% 감소하였다. 이는 강

연선의 유·무에 의한 차이이며 보-기둥 접합부의 균

열제어에 강연선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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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Joint shear distortion

Fig. 14 Contribution of beam end rotation to total drift ratio

Fig. 15 Installation of LVDT for beam end rotation

4.3.2 RC2, PC2-T

① 전체 층간변위에 대한 접합부 전단변형의 비율은 

층간변위가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층간변위비 3%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② 접합부 전단강도가 크고 Vj(접합부에 작용하는 전

단력)/Vn(접합부 전단강도)를 약 0.8로 설계하였기 

때문에(Table 2) 실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접합부 전

단변형이 0.005 rad 미만으로 전단변형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③ 층간변위가 커져도 전체 층간변위에 대한 접합부 

전단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보 끝단의 소성변형과 보 내에서의 고강도 이형강

봉의 슬립으로 인한 영향이 층간변위에서 상대적으

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4 보 변형

층간변위에 대해 각 실험체 보 단부 회전각(beam end 

rotation, θb)이 차지하는 비율은 Fig. 14와 같다. 이 값은 

보 끝단의 변형을 각 층간변위비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며, 보 끝단의 변형은 Fig. 15와 같이 설치한 변위계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6)을 통해 산출하였다.

보 단부 회전각(beam end rotation)은 보 끝단의 탄성변

형, 소성변형 그리고 슬립에 의한 변형을 포함한다.

   (6)

① 층간변위비 1.5%에서 PC1과 PC1-T의 전체 층간변

위에 관여하는 비율이 RC1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다. 이는 PC 실험체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슬립에 

의한 것이다.

② R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까지 보 끝단의 변형

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데 이것은 보 끝단에서

의 주근의 소성변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PC1과 PC1-T 실험체 보 끝단의 변형이 층간변위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이는 접합부 전단변

형이 전체 층간변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②에서 언급한 RC1과 비교했

을 때, PC1과 PC1-T의 소성변형으로 인한 에너지 

소산 능력은 RC1보다 크게 불리함을 알 수 있다.

④ Fig. 16에서 P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에서의 

두 번째 cycle에서 보 끝단의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

였다. 이는 매설용너트의 정착에 문제가 생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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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1-T

Fig. 16 Beam end rotation vs. beam moment

Table 7 Secant stiffness variation

Specimen K1 (kN-m) K2 (kN-m) K3 (kN-m)

RC1 69822.7 56681.1 55066.1

PC1 28312.1 26678.3 26352.9

PC1-T 32744.4 30617.8 28375.9

RC2 126024.2 108752.1 99715.1

PC2-T 56704.6 50282.0 47502.3

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Fig. 16에서 PC1-T 실험체

는 층간변위비 5%까지 보 끝단의 변형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으로 

인한 매설용너트의 정착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5 강성변화

각 실험체의 backbone curve를 산출한 후, 최대 모멘트

의 1/2, 2/3, 3/4 지점에서의 할선강성을 각각 K1, K2, K3

로 정의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1) 할선강성은 RC 실험체가 PC 실험체보다 크게 나타

난다. 이는 RC 실험체의 모멘트 강도가 PC 실험체

보다 크고 초기 슬립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2) RC1 실험체는 K2는 K1보다 19%, K3는 K2보다 

2.8% 감소하였다. PC1 실험체는 각각 5.7%, 1.2% 

그리고 PC1-T 실험체는 각각 6.4%, 7.3% 감소하였

다. RC2와 PC2-T 실험체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PC 실험체는 RC 실험체와 비교하여 강성이 전반적

으로 작았지만, 초기강성의 저하율은 매우 적었다. 

이는 PC 실험체에서 층간변위비 1.5%까지 탄성거

동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며, 매설용너트가 약 1.5%

에서 항복에 도달하는 것을 스트레인게이지값을 통

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볼트접합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보-기둥 외부접합부를 개발하여 접합부 전단강도비

(0.8, 1), 강연선의 유무, 정착 깊이(300 mm, 400 mm)를 

변수로 한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 실험하여 보-기둥 접

합부의 구조적 성능을 구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일체식 

구조인 현장타설콘크리트 보-기둥 외부접합부와의 구조

적 거동을 비교 ·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체의 이력거동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실험체의 

최대 모멘트는 설계 모멘트강도에 도달하였다. PC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4%까지 내력의 저하가 없었

으며 횡변형능력에 있어서 우수한 구조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PC 실험체에는 슬립현상이 많이 발생

하였지만 이는 설계개념에서 반영되어 예측한 현상

으로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

았다. 또한 강연선으로 보강 시 프리스트레스에 의

한 복원력으로 인해 슬립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개발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외부접합부는 RC 실험체보다 에너지소산능력 및 

핀칭 면에 있어서 불리한 구조적 거동을 보였지만, 

매설용너트에 집중되는 항복메커니즘은 횡변형능력

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연구에서는 실험체의 접합부 전단변형과 보 단

부 회전각(beam end rotation)이 전체 층간변위비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분석하였다. RC1, PC1, 

PC1-T에서 보 단부 회전각과 접합부 전단변형 이외

에 보의 탄성변형이 층간변위에 크게 관여한 것으

로 나타났다. RC2과 PC2-T는 각각 보 단부 회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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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보의 탄성변형과 주근의 좌굴(층간변위 4%), 그

리고 보의 탄성변형과 고강도 이형철근의 부착파괴

가 층간변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층간변위비 4% 반복가력 중에 묻힘 깊이가 300 mm

인 매설용너트의 정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서 정착부 상단의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하였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층간변위비 4% 초반까지 접합부

는 우수한 내진거동을 보였다. 매설용너트의 정착

길이를 다소 늘린다면 정착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매설용너트의 정착성능

이 확보된 PC2-T 실험체의 거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정착길이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매설

용너트 주변을 횡구속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4) 적은 층간변위에서는 일체식공법으로 제작된 RC1 

실험체보다 PC1과 PC1-T 실험체의 접합부 전단균

열이 적게 발생하였지만 층간변위가 증가하면서 균

열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매설용너트의 정착

으로 인해 RC1 실험체보다 접합부에 더욱 큰 응력

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접합부

의 균열로 인한 PC 실험체의 횡하중 저항성능의 저

하는 층간변위비 4%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강연선

은 접합부 전단균열제어에 효과적이었으며 강연선

으로 인해 PC 실험체의 구조적 성능은 더욱 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개발된 PC 접합부는 횡저항 시스템으로서 우수한 

구조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다만 에너지 소산 측면

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였는데, 이는 설계과정에

서 고려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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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볼트접합 및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외부접합부의 내진 및 구조적 성능

을 평가하였다. 총 5개의 보-기둥 외부접합부 실험체를 제작하고 보 단부에 변위제어 방식으로 반복하중을 가하며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완전 건식공법이 적용된 PC 접합부는 완전 습식공법이

적용된 RC 접합부보다 에너지소산이나 핀칭현상에 있어서 불리한 거동을 보였지만 이는 설계과정에서 의도된 현상이며, 횡변형

능력에 있어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층간변위비 4%까지 횡하중 저항성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설용너트에 항

복이 집중되는 메커니즘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발된 접합부는 외부접합부 횡저항시스템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

다. 추가적인 프리스트레스는 PC 접합부의 과도한 핀칭현상 방지 및 접합부 균열제어에 효과적이었으며 PC 접합부의 전체적인 

내진성능을 향상시켰다.

핵심용어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외부 보-기둥 접합부, 반복하중, 내진성능, 건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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