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6, No. 3, pp. 255~266, June, 2014

http://dx.doi.org/10.4334/JKCI.2014.26.3.255

현장타설 습식접합부가 있는 T형 PC 벽체의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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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eismic performance of T-shaped PC walls with a new vertical connections and wet cast 

joint. The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strength, ductility, failure mechanism, and deformation capacity of the T-shaped PC walls 

subjected to cyclic loading are verified. Test parameter is diagonal reinforcement of both flange and web wall panels to transfer shear 

strength. The longitudinal reinforcing steel bars placed edges of walls yield first and the ultimate deformation is terminated due to 

premature failure of connections. And diagonal reinforcements for shear transfer in walls are effective to restrain the wall crack. The 

strength and displacement obtained by the cross section analysis were very similar to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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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특히 고층 벽식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평면의 특성상 일자형 벽체뿐만 아니라 T형, L형 

등 다양한 이형벽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형 벽체

는 평면상의 배치나 단면의 형태에 따라 시공성, 경제성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벽식 아파트의 대표적 이

형벽체인 T형 벽체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은 실험 및 

해석 연구를 통해 T형 벽체의 구조 성능을 검증하였

다.1-3) 여기서 T형 벽체는 웨브 벽체와 플랜지 벽체로 구

분되며, 웨브 벽체는 하중의 작용방향과 동일한 방향으

로 배치된 벽체, 플랜지 벽체는 하중 방향과 수직인 방향

으로 배치된 벽체를 말한다.

T형 벽체는 웨브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의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와 강성 그리고 연성능력을 보여준다. 특

히 T형 철근콘크리트(이하 RC) 벽체의 경우, 웨브 벽체

가 압축력을 받는 경우 플랜지 벽체의 영향으로 중립축

의 깊이가 장방형 직사각형 벽체보다 크게 나타나며, 반

대로 웨브 벽체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중립축의 깊이가 

직사각형 벽체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T형 RC벽체는 웨브 벽체가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웨브 

*Corresponding author E-mail : wooyoung.lim97@gmail.com

Received October 11, 2013, Revised January 13, 2014,

Accepted February 4, 2014

ⓒ2014 by Korea Concrete Institute

벽체 단부의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되어 취성적인 파괴 

거동을 보이고, 웨브 벽체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웨브 벽

체의 인장철근에 의해 연성적인 거동을 보여준다. 

특히, 웨브 벽체가 압축력을 받는 경우, 웨브 벽체의 

하단부에서는 콘크리트 압괴에 의한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ACI 318-08,4) NZS,5) EC86) 등의 기준에서는 이

러한 취성적인 파괴를 억제하고자 벽체의 단면에 작용되

는 전단 응력이 일정한 값 이하가 되도록 상한값을 제시

하고 있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소성힌지 영역

의 압축저항 성능을 확보하여 연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부 횡보강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

하고 있다. 임우영7) 등은 이러한 벽체 설계 기준을 바탕

으로 벽체 하단부의 콘크리트 압괴를 방지하고자 PC 벽

체의 수직 연결부에 적용하기 위한 C형 강재 접합부를 

개발하였으며 일자형 PC 벽체 실험 연구를 통해 접합부

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임우영7) 등이 개발한 C형 강재 접합부

를 이용하여 2개층으로 분절된 PC 벽체와 현장타설 습식 

접합부로 이루어진 T형 PC 벽체의 구조 성능을 알아보

고자 한다. 주기하중을 받는 두 개의 T형 PC 벽체에 대

한 실물 크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강

도, 변형 능력, 에너지 소산 능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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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ing of C-type connections (b) Horizontal slots     (c) Vertical slots

Fig. 2 Proposed C-type steel connections (units: mm)

(a) PC T-wall (b) Details of cast joint

Fig. 1 T-shaped PC wall proposed by Englekirk8)

2. T형 PC 벽체 개발

Fig. 1은 Englekirk8)가 제안한 T형 PC 벽체의 벽체간 

연결 부분을 보여준다. Englekirk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하 PC) T형 벽체의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를 연결

하는 접합부에서의 철근 배근 형태와 접합 방법을 제시

하였다.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를 구성하는 PC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 후 벽체간 연결부분에 습식 접합부를 설

치하여 현장에서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를 서로 연결

한다.

Englekirk가 제안한 T형 PC 벽체의 접합부는 Fig. 1(b)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플랜지 벽체 중앙부와 웨브 벽체 

옆면에 설치된 띠철근을 서로 겹쳐서 습식 접합부내 휭

철근을 완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PC T형 벽체는 띠철근

의 간섭으로 인해 웨브 벽체 또는 플랜지 벽체의 조립이 

원활하지 않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림과 같은 띠철근이 설치될 경우 PC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할 때 거푸집 탈형 등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웨브 벽체의 띠

철근 대신 길이 440 mm 일자형 철근을 웨브 벽체의 옆면

에 끼워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T형 PC 벽체는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 그리

고 현장타설 습식 접합부(wet cast joint)로 구분된다. 그

리고 2개층으로 분절된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는 강재

로 제작된 C형 접합부로 연결된다. Fig. 2는 C형 강재 접

합부를 보여준다. C형 접합부는 서로 다른 방향의 슬롯

(slot)이 있는 두 개의 강재 접합부를 서로 겹침으로서 하

나의 접합부를 구성한다(Fig. 2(a) 참조). PC 벽체의 주철

근(D25)은 C형 접합부에 연결한 뒤 너트로 고정된다. 수

평 방향의 접합부 연결 철근(D29)을 추가로 설치하여 PC 

벽체에 고정된 내부 강재 접합부의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내부 접합부(inner connections)의 크기는 260 mm × 250 mm, 

외부 접합부(outer connections)의 크기는 240 mm × 210 mm

이다. 이 때 내부 접합부의 두께는 20 mm이고 외부 접합

부의 두께는 30 mm이다(Figs. 2(b), (c) 참조).

Fig. 3은 실험체 상세를 보여준다. Fig. 3(a)는 C형 접합

부를 이용한 기본 벽체를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에 적

용한 T형 PC 벽체(이하 SPT1)이고 Fig. 3(d)는 상 ･ 하부 

벽체 모두 대각 철근이 들어간 벽체를 이용한 T형 PC 벽

체(이하 SPT2)이다. 대각 철근은 PC 패널의 길이방향 철

근과 횡철근이 모두 조립된 후 패널의 양면에 대각선 방

향으로 추가로 설치되었다.

Table 1은 실험체의 변수가 나열되었다. 분절된 PC 벽

체의 크기( ×  × )는 1200 mm × 1200 mm × 150 mm

이며 실험체 전체 높이()는 3440 mm, 순높이(′ )는 

2440 mm이다. 습식 접합부의 크기( × )는 200 mm ×

150 mm이다. C형 접합부와 연결되는 PC 벽체의 주철근

은 D25(SD400)철근이 사용되었으며 균열 방지용 주철근

은 8-D13(SD400)이, 벽체 단부 주철근은 8-D10(SD400)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철근 배근은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

체에서 모두 동일하다. 습식 접합부에는 4-D13(SD400) 

철근이 설치되었으며 실험체의 띠철근은 모두 D10(SD400) 

철근이 사용되었다. SPT2 실험체의 경우 플랜지 벽체와 웨

브 벽체에 모두 대각 철근(16-D13)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제안된 T형 PC 벽체의 휨모멘트는 벽체 양 단부에 배

근된 주철근에 의해 전달되며, 전단력은 전단키(shear key)

와 주철근의 장부작용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였다.

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3.1 설계 개요

제안된 T형 PC 벽체는 최대 하중 도달 후 발생하는 콘

크리트 압괴에 의한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주철근을 C형 

접합부에 직접 접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횡하중이 발

생했을 때 PC 벽체에 발생하는 내력은 Fig. 4와 같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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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T1 specimen (b) A-A section (flange) (c) B-B section

(d) SPT2 specimen (e) section (flange) (f) D-D section

(g) Cross-section of SPT1 (E-E section) (h) Cross-section of SPT2 (F-F section)

Fig. 3 Details of the test specimens (units: mm)

반적인 RC 벽체와는 달리 PC 벽체는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전점(rotation point)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중립축 깊이 만큼의 거리에서 압축

력()이 발생하고 PC 벽체를 연결하는 주철근만이 인장

력()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C형 강재 접합

부는 주철근이 항복에 이르기전까지 탄성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5는 C형 접합부가 있는 T형 PC 벽체의 이상적인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T형 PC 벽체에 정가력이 작

용하게 되면 플랜지 벽체 하단부의 C형 강재 접합부에서 

개폐거동(opening gap)이 먼저 발생하게 되며, 이후 플랜

지 벽체의 주철근이 항복하기 전까지 탄성거동을 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C형 접합부에 연결된 주철근(D25)

이 항복하는 점을 전체 시스템의 항복점으로 정의하였으

며 주철근(D25)의 한계 변형 상태를 시스템의 한계점으

로 정의하였다. 주철근(D25)이 항복한 후 최대 강도에 도

달하며 이 때의 강도는 재료실험에서 얻어진 실제 응력

과 변형률을 적용하였다. 이 후 소성변형에 의하여 강도

의 증가 없이 변형만 증가하며, 최대 강도와 극한 강도는 

같다고 가정하였다. 부가력이 작용할 때에는 웨브 벽체

의 인장 철근이 항복한 후 최대 강도에 도달한다. 부가력

일 때도 극한 강도는 최대강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3.2 전단강도

ACI 318-084)과 KCI 20078)에서는 구조벽체의 공칭전단

강도를 다음과 같은 값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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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he test specimens

Specimens
SPT1 SPT2

Web panel Flange panel Wet joint Web panel Flange panel Wet joint

(1) Dimensions ( × )(mm×mm) 1200×1200 1200×1200 200×150 1200×1200 1200×1200 200×150

(2) Total height () (mm) 3440 3440 3440 3440 3440 3440

(3) Net height (′ )(mm) 2440 2440 2440 2440 2440 2440

(4) Concrete strength (MPa) 45.1 45.1 50 45.1 45.1 50

(5) Longitudinal reinforcement

8-D10

(=0.328%)

8-D13

(=0.583%)

2-D25

(=0.563%)

8-D10

(=0.328%)

8-D13

(=0.583%)

2-D25

(=0.563%)

4-D16

(=2.608%)

8-D10

(=0.328%)

8-D13

(=0.583%)

2-D25

(=0.563%)

8-D10

(=0.328%)

8-D13

(=0.583%)

2-D25

(=0.563%)

4-D16

(=2.608%)

(6) Transverse reinforcement
D10@172

(=0.634%)

D10@172

(=0.634%)

D13@172

(=1.126%)

D10@172

(=0.634%)

D10@172

(=0.634%)

D13@172

(=1.126%)

(7) Diagonal reinforcement() - - -
16-D13

(=1.165%)

16-D13

(=1.165%)
-

(8) Moment capacity (kNm)(1)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746.2 1265.0 -375.5 -466.5 746.2 1265.0 -375.5 -466.5

(9) Predicted load (kN)(2)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305.8 518.5 -153.9 -191.2 305.8 518.5 -153.9 -191.2

(10) Shear strength (kN)(3)
960.8 960.8

(11) Ratio of shear strength to 

predicted maximum load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3.14 1.85 6.24 5.02 3.14 1.85 6.24 5.02

Where, : length of PC panel (mm), : height of PC panel (mm), : ratio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of PC panel, 

: ratio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of wet cast joint, : ratio of transverse reinforcement of PC panel, 

: ratio of transverse reinforcement of wet cast joint, : ratio of diagonal reinforcement of PC panel

(1)
: Moment capacity obtained from cross-sectional analysis (kNm), : Moment capacity at yielding,  : Maximum 

moment capacity
(2)
: Predicted load (kN),  ′ , where : Predicted lateral load at yielding, : Predicted maximum lateral load

(3)
: Shear strength obtained from ACI 318-08 (kN),  ′ 

4)

Fig. 4 Forces on the T-shaped PC wall Fig. 5 Theoretical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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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haped PC wall (b) Shear stresses (c) T-shaped cross-section (d) Shear stress distribution

Fig. 6 Shear stresses of T-shaped cross-section

여기서, 는 전단력을 고려하는 방향의 단면길이와 복

부두께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의 순단면적(mm2)이며 직

사각형 단면에 대해 는 단면의 전체면적(= × )을 

뜻한다. Lw는 T형 단면의 전체 길이이다. 계수 의 값은 

 ≤1.5일 때 1/4,  ≥2.0일 때 1/6,  ≤ 

≤ 일 때는 1/4와 1/6을 선형보간하여 결정한다. 은 

횡철근비, 는 횡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MPa)이다.

식 (1)을 사용하여 T형 벽체의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해 

는 150 mm × 1550 mm = 2325 × 102 mm2, = 0.258(

=1.55), ′= 45.1 MPa, = 0.006, = 400 MPa가 적용되었

다. 식 (3)에 의한 T형 PC 벽체의 공칭 전단강도는 =

960.8 kN이다. 따라서 SPT1과 SPT2 실험체의 정가력시 최

대 예측 강도()에 대한 공칭 전단강도()에 대한 비 


 은 1.85이고, 부가력시 

 은 5.02이다.

3.3 습식접합부 설계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를 연결하는 습식접합부의 단

면 크기는 200 mm() × 150 mm()이다. 접합부의 길이 

는 휨철근의 간격과 콘크리트 피복두께(40 mm)를 고려

하여 결정하였다.

습식 접합부내 휨철근의 총면적()은 T형 벽체 단면

의 단면해석을 통해 구해진 습식 접합부내 휨철근의 변

형률을 사용하여 구한다. 이 때 습식 접합부내 휨철근의 

변형률은 정가력시 변형률 분포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력시 습식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이 정가력시보

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면해석으로 구한 습식 

접합부내 휨철근의 평균 변형률 은 다음 식 (2)와 같다.

  




  

      


 (2)

여기서, 은 하부 플랜지 벽체의 C형 접합부와 연결된 

주철근(D25)의 변형률, 는 플랜지 벽체가 인장력을 받

을 때의 단면의 유효 깊이, 는 플랜지 벽체가 인장력을 

받을 때의 중립축 깊이, 는 플랜지 벽체의 폭, 그리고 

는 습식 접합부의 길이이다.

따라서 식 (2)에서 구한 변형률을 이용하여 접합부 철

근의 소요량 는 식 (3)을 사용해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정가력시 플랜지 벽체의 C형 접합부와 연

결된 주철근이 항복했을 때의 휨모멘트 강도(kN mm), 

는 습식 접합부 주철근의 전체 면적(mm2), 와 는 

각각 습식 접합부 주철근의 탄성계수(MPa)와 변형률

(mm/mm)이다.

습식접합부의 전단 철근양은 전단 마찰 설계 방법4,8)을 

이용하여 다음 식 (4)와 같이 구하였다. 

 





(4)

여기서, 
 은 정가력시 PC 벽체와 습식 접합부 사이의 

균열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작용 전단력, 는 전단 마

찰 철근의 단면적(mm2), 는 전단 마찰 철근의 항복 강

도(MPa) 그리고 는 마찰계수(=,   )4,8)이다. 

Figs. 6(a),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형 PC 벽체에 

정가력시 전단력 
가 작용하면 T형 단면을 따라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 이 때 PC 벽체 사이에 있는 습식 접합

부는 횡하중이 작용할 때 PC 벽체와 습식 접합부 사이에

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습식 접합부

의 전단 철근양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전단 저항이 PC 

벽체와 습식 접합부의 경계면 사이의 마찰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정가력시 T형 벽체 높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
 

)은 전단 흐름(shear flow)를 통

해 구할 수 있다. 어떤 단면에서든지 전단 응력()과 단

면의 두께() 곱 는 일정하고,   이라 하면, 를 전

단 흐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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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c)는 T형 PC 벽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단면 bb

는 플랜지 벽체 끝부분과 플랜지 벽체와 웨브 벽체의 연

결부 사이에 임의로 정한 단면이다. 여기서 거리 는 전

단응력이 0인 지점으로부터 좌측으로 단면 bb까지 측정

한 길이이다. 그리고 z축과 y축은 T형 단면의 도심을 지

나는 축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전단응력이 플랜지 

벽체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용하며, 그 크기는 


 

 이다. 여기서 은 플랜지 상단으로

부터 도심까지의 거리이다. 거리 에 따라 전단응력이 

선형으로 증가하며 최대 전단응력 max

 은   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플랜지에서의 최대 전단응력 max

 은 

식 (5)와 같다.

max

 



   




  (5)

여기서, 
은 T형 PC 벽체에 작용하는 정가력시 횡하중, 

는 z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는 플랜지 벽체의 두

께, 는 웨브 벽체 길이, 는 습식 접합부의 길이, 그리

고 는 웨브 벽체 하단으로부터 z축까지의 거리이다. 따

라서 이에 대응하는 전단흐름은 다음 식 (6)과 같다.


  

 (6)

웨브 벽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는 플랜지 벽체의 

바로 아래 부분 웨브의 상단을 수평으로 자른 부분을 고

려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웨브 벽체의 단면에 작용하

는 전단응력은 다음 식 (7)과 같다.


 



   




 (7)

여기서 는 웨브 벽체의 두께이다. 식 (6)과 같은 방법

으로 전단흐름을 구해보면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웨브 벽체에서의 전단응력은 Fig. 6(d)와 같이 플랜지 

벽체와 습식 접합부와의 경계면으로부터 수직 아래 방향

으로 작용하며 그 크기는 중립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

한다. 중립축으로부터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의 단면 

에서의 전단응력은 다음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9)

웨브 벽체에서의 최대 전단응력 max

 은   일 때 발

생하며   을 식 (9)에 대입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max

 



 


  




    





 (10)

만약 습식 접합부가 T형 단면의 중립축에 위치한다면, 

즉   일 경우에는, 습식 접합부의 전단 철근양은 식 

(10)에 의해 계산된 웨브 벽체의 최대 전단 응력을 이용

하여 계산된다. 습식 접합부의 위치가 플랜지 벽체 하단

과 중립축 사이에 존재한다면, 즉 ≠ 일 경우에는, 식 

(9)를 사용하여 습식 접합부의 전단 철근양()을 계산

한다. 따라서 PC벽체와 습식 접합부 사이의 작용 전단력 


 은 다음 식 (11)과 같다.


   (11)

3.4 실험체 제작

Fig. 7과 8은 제안된 T형 PC 벽체 실험체의 제작 과정

을 보여준다.

T형 벽체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기초부에 플랜지 벽

체를 먼저 세운다(Fig. 7(a), Fig. 8(a)). 플랜지 벽체에는 

벽체간 조립을 위해 습식 접합부에 띠철근이 이미 설치

되어 있다. 임우영 등7)이 제안한 방법으로 벽체를 조립한 

후 플랜지 벽체에 설치한 띠철근 내부에 습식 접합부의 

휨철근(4-D13)을 설치한다. 기초부를 제작할 때 이미 커

플러를 설치하였으며 이 철근을 커플러에 끼워 접합부의 

휨철근을 조립한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 시공시에는 주

철근의 겹침 이음을 사용하여 주철근을 연결할 수 있다. 

플랜지 벽체와 습식 접합부가 완성되면 웨브 벽체를 플

랜지 벽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립한다. 웨브 벽체와 접

합부를 연결하는 철근은 PC 벽체 제작 후 드릴을 이용해 

벽체 옆면에 구멍을 낸 뒤 케미컬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설치되었다(Fig. 8(b)). 웨브 벽체 옆면에 길이 440 mm, 

D13 철근을 구멍에 끼워 접합부 철근을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C 벽체의 효율적인 조립을 위해 웨브 벽체

의 접합부 철근을 일자형으로 제작하였다(Fig. 7(d)). PC 

패널을 이용해 T형 PC 벽체의 조립이 모두 끝난 뒤 습식 

접합부에 거푸집을 추가로 제작한 후 BCS(Bar Connection 

Sleeve) 모르타르를 타설하였다(Fig. 7(c), Fig. 8(c), (d)). 

BCS 모르타르는 기계화 시공에 적합한 유동성과 부착강

도, 고강도를 확보한 무수축 고강도 그라우트 제품이다. 

제안된 T형 벽체의 습식 접합부는 단면의 크기가 작고 

습식 접합부내 주철근과 띠철근으로 인해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굵은 골재를 포함한 일반 콘크리트가 기초부까

지 정밀하게 타설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여 초기 강도 발현이 우수하고 치밀하게 충전할 수 있

는 BCS 모르타르를 사용하였다. 

4. 하중 조건

Table 2는 하중 계획을 보여준다. 최종파괴시까지 목표 

변위를 3회씩 반복하여 변위제어를 통해 반복 가력하였

다. Fig. 9는 실험체 세팅과 변위계(LVDT) 설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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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ing of PC walls

(b) PC T-shaped wall

(c) Models of wet cast joint (d) Detail of wet cast joint

Fig. 7 Manufacturing of the PC T-shaped walls

(a) Closed hoops of 

longitudinal wall

(b) Straight rebars of 

transverse wall

(c) Assembling (d) Manufacturing of wet cast joint

Fig. 8 Manufacturing of the wet cast joint

Table 2 Loading schedule for testing

No. of 

cycles

Story 

drift

ratio (%)

Displace

-ment

(mm)

No. of 

cycles

Story 

drift

ratio (%)

Displace

-ment

(mm)

1cycles ±0.02 ±0.49 3cycles ±0.70 ±17.08

2cycles ±0.04 ±0.98 3cycles ±0.84 ±20.50

2cycles ±0.08 ±1.95 3cycles ±1.00 ±24.40

3cycles ±0.12 ±2.93 3cycles ±1.50 ±36.60

3cycles ±0.20 ±4.88 3cycles ±2.00 ±48.80

3cycles ±0.28 ±6.83 3cycles ±2.50 ±61.00

3cycles ±0.36 ±8.78 3cycles ±3.00 ±73.20

3cycles ±0.44 ±10.74 3cycles ±4.00 ±97.60

3cycles ±0.56 ±13.66

Fig. 9 Testing setup (units: mm)

보여준다. 벽체의 수직 변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부 벽

체 양 단부에 2개의 LVDT를 설치하였으며(LV2, LV3) 

대각 방향으로 줄변위계를 설치하여 상부 벽체(LV5, LV6)

와 하부 벽체(LV6, LV7)의 전단 변형을 측정하였다. 실

험체의 횡변위는 상부벽체의 줄변위계(LV1)를 통해 측정

되었다.

5. 실험 결과

5.1 재료실험 결과

SPT1과 SPT2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5.1 MPa이며 습식 접합부에 사용된 특수 모르타르

의 압축강도는 50 MPa이다. 그리고 실험체 제작에 사용

된 강재의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KS B 08019)

의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규정에 따라 강재 인장 시험편

을 제작하여 소재 인장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체를 3개

씩 제작하여 1000 kN UTM을 사용하여 인장실험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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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T1 (b) SPT2

Fig. 10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of the test specimens

Table 3 Test results

Specimens

Maximum Ultimate

Positive (+) Negative (-) Positive (+) Negative (-)


max



(kN)


max



(mm)

Story

drift

ratio (%)


max



(kN)


max



(mm)

Story

drift

ratio (%)




(kN)




(mm)

Story

drift

ratio (%)




(kN)




(mm)

Story

drift

ratio (%)

SPT1 520.0 36.1 1.48 -207.2 -36.9 -1.51 481.9 96.4 3.95 -151.3 -72.1 -2.95

SPT2 459.6 96.1 3.94 -230.9 -36.8 -1.51 459.6 96.1 3.94 -158.7 -76.3 -3.13

Specimens

Yielding point


max
 

Positive (+) Negative (-)




(kN)




(mm)

Story

drift

ratio (%)




(kN/mm)




(kN)




(mm)

Story

drift

ratio (%)




(kN/mm)
(+) (-) (+) (-)

SPT1 462.0 27.7 1.01 16.68 -176.2 -24.1 -0.98 7.31 1.13 1.17 3.48 2.99

SPT2 265.9 11.9 0.43 22.34 -184.7 -16.0 -0.66 11.54 1.73 1.25 8.08 4.77

하였다. 실험 결과 T형 PC벽체의 주철근으로 사용된 

D25(SD400)철근의 항복강도는 = 402.7 MPa, 최대 강도

는 = 553.5 MPa으로 나타났다. C형 접합부에 사용된 

강재(SS300)의 항복강도는 내부 접합부 =324 MPa, 외

부 접합부 =316 MPa이다. 

5.2 하중-변위 관계

Fig. 10은 주기하중을 받는 T형 PC 벽체 실험체의 상

부 수평하중과 층간 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층간 

변위는 실험체 벽체 상부의 수평 변위를 나타내며, 층간 

변위비는 층간 변위를 벽체 유효 높이로 나눈 값이다. 부

재의 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 

는 항복 변위이고 


, 

는 실험체가 최종 파괴될 때의 최대 변위이다. 

이 때 정가력시 항복 변위 
는 하부 플랜지 벽체의 C

형 접합부와 연결된 주철근(2-D25)이 항복했을 때, 부가

력시 항복 변위 
는 하부 웨브 벽체의 C형 접합부와 

연결된 하부 주철근(1-D25)이 항복했을 때의 변위이다. 


 , 

 는 T형 PC 벽체의 단면 해석을 통해 계산된 예

측된 최대 하중 재하 능력이다.

Fig. 10(a)은 대각 철근이 없는 T형 PC 벽체 실험체

(SPT1)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SPT1 실험

체는 정가력시 층간 변형률 +1.01%에서 항복하였으며 

+1.48%에서 최대 하중을 나타냈다. 부가력시에는 층간변

형률 -0.88%에서 항복하였으며 최대 하중은 -1.51%에서 

나타났다. SPT1 실험체는 정가력시와 부가력시 모두 최

대 하중점 도달 이후 최대 강도의 75%까지 하중이 감소

하지 않았다. 따라서 SPT1의 극한 강도와 변형은 실험 

종료시 강도와 변형으로 간주하였다. SPT1의 극한 변형

은 정가력시 층간 변형률 +3.95%, 부가력시 -2.95%로 나

타났다. 

Fig. 10(b)는 대각 철근이 있는 T형 PC 벽체(SPT2)의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SPT2 실험체는 정가력시 층

간변형률 +0.49%, 부가력시 -0.66%일 때 항복하였다. 최

대 하중은 정가력시 층간 변형률 +3.94%, 부가력시 

-1.51%에서 나타났다. 정가력시에는 하중이 최대 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벽체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

라서 SPT2 실험체의 극한 강도는 최대 강도와 동일하다. 

부가력시에는 층간 변형률 -0.66%일 때 항복하였으며 

-1.51%에서 최대하중이 나타났다. SPT2 실험체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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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nvelope curves of the test specimens

(a) Ultimate failure of SPT1 specimen

(b) Ultimate failure of SPT2 specimen

Fig. 12 Damage and failure mode of the test specimens

변형은 층간 변형률 정가력일 때 +3.94%, 부가력일 때 

-3.13%에서 발생하였다.

예측된 최대 강도()에 대한 실험값(
max

)의 비는 

SPT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시 
max
 

 =1.00, 

부가력시 
max
 

 =1.25이며, SPT2 실험체의 

경우에는 
max
 

 =0.88, 
max
 



=1.39로 나타났다. SPT2의 
max

 
 이 작게 나온 이유

는 최대 강도에 도달하기 전 C형 접합부의 용접 파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Table 3은 T형 PC 벽체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

다. SPT1과 SPT2 실험체의 연성도(  )는 정가력

시 

 =3.48, 


 =8.08로 SPT2가 우수한 값을 나타냈

으며 부가력시에는 

 =2.99, 


 =4.77로 나타났다. 

Fig. 11은 각 실험체의 포락곡선을 보여준다. 웨브 벽

체에 대각 철근이 없는 SPT1 실험체가 SPT2 실험체보다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가력시 거동의 차

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SPT1 실험체는 하부 PC 벽

체의 주철근이 항복한 반면에, SPT2 실험체는 상부 PC 

벽체의 주철근이 먼저 항복을 하였기 때문이다.

5.3 파괴 모드

Fig. 12는 T형 PC 벽체 실험체의 손상 및 파괴 모드를 

보여준다. SPT1은 층간 변위비 -0.12%일 때 상부 벽체 

부분의 습식 접합부에서 초기 수평 균열이 관찰되었다. 

층간 변위비 +0.44%에서 하부 벽체에 경사 균열이 발생

하였으며, +0.70%에서 상부 전단키와 하부 벽체와 겹치

는 부분에서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하부 벽체에서 발

생한 경사 균열은 웨브 벽체의 C형 접합부 방향으로 진

행되었다. 콘크리트 압괴는 상부 전단키와 하부 벽체와 

만나는 부분과 습식접합부와 플랜지 벽체의 C형 접합부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SPT2 실험체는 층간 변위비 -0.28%에서 습식 접합부

에서 수평 균열이 관찰되었고 +0.56%에서 상 ･ 하부 웨브 

벽체의 C형 접합부 부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STP2 실

험체는 SPT1 실험체와는 달리 +1.00%까지 진행될 동안 

웨브 벽체에서 경사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50%에

서 웨브 하부 벽체 전체에서 경사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

였다. 이후 층간 변위비 +3.94%에서 C형 접합부의 용접

부 파괴로 인해 실험이 종료되었다. SPT1 실험체는 웨브 

하부 벽체의 C형 접합부 부근에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하

였고 습식 접합부와 웨브 하부 벽체의 경계면도 콘크리

트 압괴가 발생하였다. SPT2는 웨브 하부 벽체의 C형 접

합부 부근에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하였으나 플랜지 벽체

에서는 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5.4 웨브 벽체의 전단 변형

Fig. 13은 상 ･ 하부 웨브 벽체의 평균 전단 변형을 나

타낸 것이다. 평균 전단 변형()은 Fig. 9의 선형 변위

계 LV4, LV5, LV6, LV7을 통해 구해진 값을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2)

여기서, 은 대각 방향으로 설치한 변위계 LV4 또는 

LV6, 는 LV5 또는 LV7에서 측정한 계측값이다. 그리

고 과 는 상부와 하부 PC 벽체의 대각선 간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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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T1

(b) SPT2

Fig. 13 Shear distortion

Fig. 14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capacities

와 은 설치된 변위계의 세로와 가로 간격(mm)이다.

전체적으로 SPT1은 상 ･ 하부 벽체의 전단 변형의 차

이가 뚜렷한 반면 SPT2는 변형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Fig.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PT2에 대한 SPT1 실험체

의 최대 전단 변형은 상부 벽체의 경우 약 1.43, 하부 벽

체의 경우 약 1.78로 나타났다. 따라서 웨브 벽체에 있는 

대각 철근은 벽체의 전단 변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5.5 에너지 소산능력

Fig. 14는 층간 변형률에 따른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

지 소산 능력을 보여준다. 에너지 소산능력은 하중-변위 

곡선에서 변위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정 ･ 부방향 싸이

클의 폐곡선 면적으로 정의하였다.

층간 변형률 2.5%까지는 두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

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층간 변형률 3.0%에

서 상 ･ 하부 벽체에 대각 철근이 있는 SPT2 실험체의 누

적 에너지 소산 능력은 대각 철근이 없는 SPT1 실험체보

다 약 18%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Wood et al.11)의 

연구에 의하면 대각 철근이 있는 RC 벽체의 에너지 소산 

능력은 대각 철근이 없는 벽체에 비해 우수하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대각 철근은 벽체의 비탄성 전단 변형

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T형 PC 벽

체의 실험 결과 Fig. 13과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C 

벽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변형

제안된 T형 PC 벽체의 변형은 휨에 의한 변형과 전단

에 의한 변형, 그리고 주철근에 의한 변형 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내력으로 인해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7) 따라서 

전체 변형은 다음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여기서, i는 층수, 는 전체 횡변위, 는 휨변형

(
 ), 는 전단변형(), 은 주철

근에 의한 변형(
 ), 는 접합부 내부에서 발

생하는 내력()에 의한 변형(
 ), 그리고 

는 개폐거동에 의한 변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콘크

리트 탄성계수(=′ MPa),4) 는 T형 벽체의 단면 

2차 모멘트, 는 콘크리트 전단계수(=  , 

  ), 는 웨브 벽체의 길이()에 대한 유효전단면

적( ),
10) 그리고 는 주철근과 접합부 경계까지의 

거리이다. 단면 2차 모멘트 의 경우, 정가력시에는 를 

부가력시에는 을 적용한다. 이 때 와 은 각각 중립

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2차 모멘트이다.

Fig. 15는 개폐거동에 의한 C형 강재 접합부의 변형을 

보여준다. 내부 접합부와 외부 접합부 a점에서의 수직변

형이 동일하므로 다음 식 (14)이 성립한다.

   (14)

여기서, 는 내부 접합부의 a점에서의 수직변형, 는 

외부 접합부의 a점에서의 수직변형이다.

C형 강재 접합부의 a점에서의 수직 변형을 구하기 위

해 우선 A-접합부와 B-접합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 과 

를 구한다. Fig. 14(c)와 같이 단위하중법을 이용하여 

A-접합부에서에서 작용하는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과 는 휨철근으로부터 좌·우측 C형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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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ation of C-type connection (b) Gap opening of C-type connection (c) Unit-load method

Fig. 15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C-type connections due to gap opening

Fig. 16 Comparison of predicted values with the test data

Table 4 Contribution of displacement components

Displ.

Positive loading Negative

Yielding Maximum Yielding Maximum

①

(mm)

②

(%)

③

(mm)

④

(%)

①

(mm)

②

(%)

③

(mm)

④

(%)

 0.18 0.7 0.20 0.6 0.13 0.6 0.17 0.4

 1.93 7.0 2.10 6.3 0.52 2.2 0.67 1.1

 0.16 0.6 0.19 0.6 0.20 0.9 0.24 0.4

 0.02 0.1 0.02 0.1 0.02 0.1 0.02 0.0

 25.16 91.7 30.9 92.5 22.47 96.3 27.59 98.0

 27.44 33.41 23.33 28.69

 27.70 36.10 24.10 36.90

 1.01 1.08 1.03 1.29

① Calculated displacements at yielding

② Ratio of components to total displacement at yielding

③ Calculated displacements at maximum

④ Ratio of components to total displacement at maximum

의 경계까지의 거리, 과 는 각각 A-접합부와 B-접합

부의 높이이며 과 는 A-접합부의 수평, 수직 부재

의 단면 2차 모멘트, 과 는 B-접합부의 수평, 수직 

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이다. 는 휨철근에 의해 발생하

는 인장력(, )이다. 인장력 는 두께가 서로 다른 

A, B-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과 의 합과 같으므로 B-

접합부에 작용하는 는  이다.

개폐거동을 유발시키는 A, B-접합부에서 발생하는 인

장력 과 에 의한 C형 접합부의 수직변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a점의 처짐각()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a점의 

처짐각 는 다음 식 (1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6)

여기서, 는 C형 접합부에 사용된 강재의 탄성계수

(MPa)이다. 식 (16)에서 구한 처짐각 를 사용해서 외부 

접합부의 수직 변형을 구하면 식 (17)과 같다.

   (17)

C형 접합부의 수직 변형()을 구한 뒤 T형 PC 벽체

의 전체 길이()에서 회전점까지의 거리(Rp, Rn)를 뺀 값

을 나누어 주면 개폐거동에 의한 벽체의 회전각()을 

구할 수 있다. (   ) 따라서 개폐거동에 의

해 발생하는 T형 PC 벽체의 전체 횡변위()는 하중 가

력점인 높이 와 벽체의 회전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 (1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8)

Fig. 16은 SPT1 실험체에 대해 실험값과 해석값을 상

호 비교한 것이다. 정 ･ 부가력시 T형 PC 벽체의 항복점

과 최대 강도점, 그리고 극한 강도점에서의 강도와 변위

를 나타냈다. 점선은 실험 결과를 실선은 예측값을 나타

낸다. 실험 결과와 예측값을 비교해본 결과 SPT1 실험체

의 예측된 정 ･ 부 가력시 최대 강도는 실험값 대체로 일

치하였다. 정가력시 항복 강도의 비는 


 =0.97,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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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강도의 비는 
 

 =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가

력시 항복 강도의 비는 


 =1.37, 최대 강도의 비는 


 

 =1.25로 나타났다.

Table 4는 식 (13)에서 (18)까지의 계산을 통해 구한 

SPT1 실험체의 변위 성분과 전체 변위에 대한 각 변위 

성분의 비를 보여준다. 해석 결과, 정가력시 항복 강도일 

때의 예측 변위에 대한 실험값의 비는 


 =1.01, 최

대 강도일 때는 
 

 =1.08이었으며, 부가력시 항복 

강도일 때는 


 =1.03, 최대 강도일 때는 
 



=1.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변위에 대한 각 변위 성

분의 비를 비교한 결과 개폐거동에 의한 변위가 정·부가

력시 모두 91%이상 차지하였다. 

6. 결    론

C형 강재 접합부와 현장 타설 습식접합부를 이용한 

PC T형 구조 벽체의 내진성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

여 2개층으로 분절된 PC 벽체를 조립하여 2개의 실물크

기 T형 PC 벽체를 제작하였고 주기하중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시공성을 고려한 T형 PC 벽체의 웨브 벽체와 플랜

지 벽체간 현장타설 습식 접합부는 전단 흐름을 이

용해 설계되었으며 실험체의 최종 파괴전까지 충분

히 하중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실험체는 최대 강도 도달 이후 하중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벽체 단부의 콘크리트 압괴에 의

한 조기 파괴를 방지하고자 개발된 C형 접합부는 

시스템의 연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판

단된다.

3) 단면해석으로 계산된 T형 PC 벽체의 예측 강도와 

C형 접합부의 파괴모드에 의한 예측된 횡변위는 실

험값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PT2 실험체의 경우, 강재 접합부의 용접파괴로 인

해 최대 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4) 대각 철근이 있는 SPT2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 능력

은 SPT1보다 우수하였으며 상·하부 웨브 벽체의 대

각 철근으로 인해 상·하부 PC 패널의 전단 변형은 

SPT1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5) PC 벽체에서 발생하는 개폐거동(gap opening)에 의

한 변형을 구한 결과, C형 접합부가 있는 T형 PC 

벽체의 변형능력은 개폐거동에 의한 횡변위가 전체 

횡변위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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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새로운 수직 접합부와 현장타설 습식 접합부를 가진 T형 프리캐스트 벽체의 내진 성능에 관한 연구이다.

반복하중을 받는 T형 PC 벽체의 하중-변위 관계, 강도, 연성도, 파괴 모드, 그리고 변형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험체 주요 변

수는 전단력 전달을 위한 대각 철근의 유무이다. 벽체의 양단에 위치한 길이방향 주철근이 먼저 항복을 하였고 최종 변형은 C형 

접합부의 파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전단력 전달을 위한 대각 철근은 균열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면 해석을 

통해 구한 강도와 변형은 실험값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핵심용어 : 내진성능, T형 PC 벽체, C형 접합부, 현장타설 습식접합부, 대각 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