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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 합성보와 CRC 합성기둥의 내진접합부 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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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CRC) column developed by SEN Engineering is a method utilizing PHC(Prestressed High

Strength Pre-Stressed Concrete) piles as columns. The CRC column is able to obtain the maximum capacity as for a reinforced

concrete column due to its manufacturing method using centrifugal force to produce high strength concrete same for PHC and

inserting a reinforced cage instead of a pre-stressed wire decreasing compressive strength in PHC. This expeditious and

economical way to produce concrete of strength more than 80MPa by centrifugal casting makes CRC columns be easily and

quickly applied to the construction site than PC(Precast Concrete). CRC column is not only improve applicability but it also

enhances constructability because its buckling capacity higher than H-section column leads to increase the depth of penetration.

If a required service load is higher than the capacity of the CRC column, it can be reinforced by additional concrete casting with

re-bars in the site to obtain sufficient strength. The seismic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CRC column-to-TSC beam connection

is previously demonstrated in accordance with KBC 2009 by experimental test, and the real scale test of the connection is

conduc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seismic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connection meets the requirements of KBC2009;

therefore, the CRC column-to-TSC beam connection can be used as IMF or S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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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RC(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기둥

1. 서 론

현재 국내의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

해 공사비 중 인건비 비율이 상승하여 공기단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고착화

되어감에 따라 경제성 및 공기단축을 제고하는 신공법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이

미 많은 건설사 및 현장에서 기존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

기 보다는 복합화, 공업화를 통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

감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

에서는 원심력을 이용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기둥

(Centrifugal Reinforced Concrete Column, 이하 CRC 기

둥)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기초 지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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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말뚝(Prestressed High Strength Concrete Piles)을

개선하여 기둥재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기초의 역할과 기

둥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역타공법에 적용시 공

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효과가 우수한 공법이다.

일반 PHC 말뚝을 기둥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접합부

에 보와의 접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CRC 기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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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C 기둥 역타공법 적용사례

그림 3. CRC 합성기둥 단면형상

그림 4. 실험체 상세 도면

보와의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패널존에 밴드플레

이트를 설치하여 용접 접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험적 연구1),2),3)를 통하여 구조성능을 검증하였다.

CRC 기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PHC 말뚝과 동일

하게 원심성형 제작하므로 고강도 콘크리트 실현이 가능

하고, 긴장강선을 사용하여 압축내력이 저감되는 PHC 말

뚝과 달리 용접된 철근망을 사용하므로 고강도 철근 콘

크리트 기둥으로써의 최대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PC(Precast Concrete) 기둥에 비

해 8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값싸고 빠르게 생

산 및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적용시 단면성능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여 차후 많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역타공법 공사에 적용하여 43

개 지하층 기둥(길이 25m)에서 SRC 대비 공사비를 약

30% 절감한 사례가 있다.

2. 연구배경

CRC 기둥을 역타공법 현장에 적용하면, H형강 기둥에

비해 좌굴내력이 증가하여 굴토깊이 증가에 따른 시공성

이 향상된다. 또한, 현장에서 철근을 추가 배근하여 콘크

리트를 타설하면, 단면이 누가(累加)강도 식으로 사용하

중을 받을 수 있는 CRC 합성기둥이 된다(그림3). CRC

합성기둥의 강도가 다른 두 재료로 인한 기둥의 압축 및

휨 강도에 대한 구조적 성능은 실험적 연구4)를 통하여

검증한 바 있다.

CRC 기둥은 단면크기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로 인해

지하층 뿐만 아니라 지상층에서도 철골 기둥, SRC 기둥

의 경제적인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접합부

에서의 내진성능을 요구하게 된다. 현장타설 단면이 없는

CRC 기둥과 콘크리트 채움 U형 강재보(이하 TSC 합성

보)의 내진성능은 황현종 등3)의 실험적 연구에 의해

KBC20095)의 특수모멘트골조에 해당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타설이 있는 CRC

합성기둥을 사용할 경우의 내진성능에 대해 추가적인 검

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SC 합성보와 CRC 합성

기둥의 실물크기 접합부에 대한 내진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TSC 합성보와 CRC 합성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접합부 내진상세를 개발하였다.

2) 접합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기하중을 받는 4

개의 실험체에 대한 실물크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접합부 상세가

내진구조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3. 실험 계획

3.1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실물크기의 CRC 합성기둥과, TSC 합성

보를 접합한 4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횡하중 반복재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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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C-1 (b) JS-1

(c) JC-2 (d) JS-2

그림 6. 실험체 설치 형상

실험체명 JC-1*, JC-2* JS-1*, JS-2*

TSC
합성보

콘크리트강도
(MPa)

24 24

슬래브 철근 4-D25(SD500) + 4-D10(SD400)

TSC 단면
(폭x춤x강판두께)

350x270x6
(SM490)

스터드 간격 3-Φ16@150

슬래브 사이즈
(폭 x 두께)

1000mm x 150mm

공칭휨강도
(kN·m)

+664.9, -695.9

CRC
합성
기둥

내부

모양 원형CRC기둥 사각CRC기둥

단면크기
직경400mm
살두께 70mm

400mmx400mm
살두께 80mm

주철근
6-D16
(SD400)

4-D19
(SD400)

띠철근
D13@300
(SD400)

D13@300
(SD400)

콘크리트
강도(MPa)

80MPa 80MPa

외부

단면크기
700×700
(12-HD25)

700×700
(12-HD25)

주철근
12-D25
(SD500)

12-D25
(SD500)

띠철근
D13@200
(SD400)

D13@200
(SD400)

콘크리트
강도(MPa)

24MPa 24MPa

공칭휨강도
(kN·m)

±1014.0 ±892.4

패널존판 두께(SM490) 9 mm 9 mm

* J C - 1

1 – 1차 실험

2 – 2차 실험

JC –Joint Circle (내부 원형 CRC 기둥 사용)

JS –Joint Square (내부 사각형 CRC 기둥 사용)

표 1. 실험체 제원 및 예상강도

실험 항목 구분 평균(MPa) 표준편차(MPa)

콘크리트
압축강도

C24 24.8 2.74

C80 83.0 1.13

강 재 SM490 420.1 13.65

철 근
SD500 650.0 3.46

SD400 477.3 1.15

표 2. 재료시험 결과

그림 5. 가력 및 측정계획

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변수의 실험체를 각각 2개씩 제작하였다.

JC-1 실험체 및 JC-2 실험체는 내부에 직경 400mm

살두께 70mm인 원통형 CRC 기둥을 사용하였으며, JS-1

실험체 및 JS-2 실험체는 400mm x 400mm 단면의 사각

형 단면에 살두께가 80mm인 사각 CRC 기둥을 사용하였

다. TSC 합성보의 사이즈는 모든 실험체에서 동일하게

350mm x 270mm x 6mm(폭x춤x강판두께)를 사용하였으며,

슬래브 두께는 150mm로 적용하였다. 그림 4는 각 실험체

의 상세 도면을, 표 1은 각 실험체의 실험변수를 나타낸

다. JC-1,2실험체(그림 4.a)는 TSC 합성보와 용접하기 위

한 밴드플레이트 이외에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았으나,

JS-1,2실험체(그림 4.b)는 밴드플레이트 이외에 응력전달

을 위한 외다이어프램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밴드플레이

트와 용접된 TSC 브라켓과 TSC 합성보의 접합은 볼트

접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웨브 및 상하플랜지 모두 2면전

단으로 설계되었다. 하부 플랜지 이음용 스플라이스 강판

은 TSC 브라켓쪽의 폭이 TSC 합성보의 폭보다 크게 제

작되었으며, 작은폭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TSC 합성보 및 CRC 합성기둥의 공칭 휨강도는 KBC

20095)의 강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설계기준을 적용

한 소성응력분포법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실험적연구4),6),7)

에 의해 각각의 구조성능이 검증된 바 있다. TSC 합성보

의 공칭휨강도는 패널존에 접합된 TSC 브라켓 단면을

기준으로 검토되었다. 실험체는 강기둥-약보 설계개념에

의해 상하 기둥 모멘트 합이 외팔 보의 모멘트에 약 2.0

배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재료시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3.2 가력 및 측정계획

그림 5는 실험체의 반복가력실험을 위한 셋팅 및 가력

방법을 나타내며, 실제 실험체의 설치 형상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기둥상부지점에서 하부지점까지의 거리(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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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Drift
1%

기둥 패널존 보 및 슬래브 이음부

JC-1∼2 JS-1∼2 JC-1∼2 JS-1∼2 JC-1∼2 JS-1∼2 JC-1∼2 JS-1∼2

균열 발생 균열 발생 균열 발생 -

Story
Drift
3%

균열 추가 발생 균열 추가 발생 균열 추가 발생 이음부 미끄러짐

Story
Drift
4%

균열 진전 균열 진전 균열 진전 이음부 미끄러짐

Story
Drift
7%

JS-2실험체 주근노출 국부 박리 발생 균열 진전 이음부 미끄러짐

그림 7. 파괴 및 균열양상

Cyclic Test
StoryDriftAngle
(radian)

ActuatorStroke
(mm)

6 cycles 0.00375 11.3

6 cycles 0.005 15.0

6 cycles 0.0075 22.5

4 cycles 0.01 30.0

2 cycles 0.015 45.0

2 cycles 0.02 60.0

2 cycles 0.03 90.0

2 cycles 0.04 120.0

2 cycles 0.05 150.0

2 cycles 0.06 180.0

표 3. 가력하중

는 2,500mm 이며, 보의 길이(La)는 3,000mm 이다. 하중

가력은 최대 용량 2,000kN, 최대 스트로크 ±250mm인 액

츄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보의 단부에 수직방향으로 반

복가력하였다. 하중의 크기는 변위로 제어하였으며,

KBC2009의 0722.2.4.2의 보-기둥모멘트접합부의 가력방

법에 따라 횡변위비 기준으로 ±0.375%, ±0.5%, ±0.75%에

서 6회 반복가력하였고, ±1.0%에서 4회 반복가력하였으

며, 이후 ±1.5%, ±2.0%, ±3.0%, ±4.0%, ±5.0%, ±6.0%,

±7.0%에서 2회 반복가력하였다(표 3).

횡력 반복가력 실험동안에 LVDT를 이용하여 실험체의

층간변위를 계측하였으며, 아래 식을 통하여 기둥 및 패

널존의 회전각, 보의 회전각, 볼트 이음부의 회전각, 전체

회전각을 산정하였다.

-기둥+패널존: ≒

 
∴


  ≒ (1)

-보 :  

 
(2)

-전체 :  


(3)

-볼트 이음부 :    (4)

변형률 게이지를 통하여 TSC 합성보 플랜지 및 웨브,

상부철근, CRC 합성기둥의 밴드플레이트 및 외각기둥주

근에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4.1 파괴양상

원형 CRC 합성 기둥(JC-1,2)과 사각형 CRC 합성기둥

(JS-1,2) 실험체의 파괴양상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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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체별 하중-변위 관계

및 균열양상은 그림 7과 같다. 모든 실험체는 강기둥-약

보 개념으로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기둥의 균열에 비해

보 및 슬래브의 균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둥의 균

열은 초기 층간변위각 0.00375rad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미세한 균열이었으며, 최종 파괴시까지 크게 진전되지 않

았다. 또한 보 및 슬래브에서는 층간변위각 0.03rad까지

추가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추가균열의 발생

없이 발생된 균열이 진전하였다. 패널존에서는 국부적인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소하였으며 이외의 장소에서

콘크리트 박리 현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예외

적으로 JS-2 실험체에서는 보와 접합된 반대편 패널존에

콘크리트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기둥의 주근 일부가 노출

되고 있는데, 이는 외다이어프램과의 간섭으로 인해 띠철

근 간격이 해당구간에서 커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음부에서는 JC-1,2 실험체는 층간변위각 0.02rad부터,

JS-1,2 실험체는 층간변위각 0.015rad부터 소음이 발생하

였으며, 이음부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

었다. 육안으로 관찰된 볼트의 미끄러짐 현상은 모든 실

험체가 대체로 유사하였는데, 정모멘트 가력시에는

0.03rad부터 TSC 합성보 하부 및 측면에 노출된 볼트의

미끄러짐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가력시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모멘트 가력시에

는 노출된 하부 및 측면 볼트는 압축을 받아 미끄러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볼트 미끄러짐의 발생 원인은 두가지로 판단된다.

(1) 볼트 조입부의 면 처리 불량

(2) 보 부재의 공칭 휨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이음부

에 보의 초과강도로 인해 증가된 하중 작용

각 실험체는 0.06rad 정모멘트 가력에서 최대내력의 50

∼70%로 내력이 감소하였으며, 0.07rad 부모멘트 가력에

서는 최대내력의 80∼90%로 나타났으며, 0.07rad 에서는

정모멘트 가력 없이 실험을 종료하였다.

4.2 하중-변위 관계

그림 8은 실험체별 하중-변위관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층간변위기여도는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

체는 KBC 2009의 합성특수모멘트골조 요구성능에 해당

하는 0.04rad 이상인 0.05rad∼0.07rad까지 공칭강도의

80%이상의 내력을 유지하여 합성특수모멘트골조 요구조

건을 만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실험체에서 정

모멘트 발생시에는 약 0.05rad에서 최대하중의 80%까지

하중이 저하되었으나, 부모멘트 발생시에는 실험종료시인

0.07rad까지도 하중이 최대하중의 80%∼90%로 거의 떨

어지지 않고 있어 부모멘트시에 변형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의 실험체별 층간변위 기여도에서 기둥+패널존,

보, 볼트 이음부의 회전각은 식 (1) ∼ (4)를 통해 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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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Vp,u(kN) Drift ratio Vp,n(kN) Ratio Vp,e(kN) Ratio
Max Drift
ratio



JC-1
정모멘트 250.6 0.043 237.5 1.06 288.5 0.87 0.060 1.89

부모멘트 270.0 0.049 248.5 1.09 296.7 0.91 0.070 3.15

JC-2
정모멘트 253.8 0.040 237.5 1.07 288.5 0.88 0.060 3.30

부모멘트 285.0 0.040 248.5 1.15 296.7 0.96 0.070 4.59

JS-1
정모멘트 254.3 0.040 237.5 1.07 288.5 0.88 0.060 1.68

부모멘트 287.6 0.049 248.5 1.16 296.7 0.97 0.070 4.89

JS-2
정모멘트 261.6 0.037 237.5 1.10 288.5 0.91 0.060 2.52

부모멘트 263.7 0.049 248.5 1.06 296.7 0.89 0.068 3.00

Vp,u : 실험시 최대하중, Vp,n : 예상내력(재료공칭강도 고려), Vp,e : 예상내력(재료시험결과 고려),  : 연성계수

표 4. 실험체별 성능 비교

그림 9. 실험체별 층간변위 기여도

다만 이러한 산정 결과는 LVDT의 측정오차가 누적되

어 많은 오차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모멘트 가

력시에 1% 층간변위각에서 볼트이음부의 층간변위기여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실험체에서 층간변위각이

증가함에 따라 볼트이음부의 층간변위기여도가 같이 증

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추

된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오차

는 층간변위각이 낮을 때에 LVDT의 측정값이 상대적으

로 작아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층간변위

각이 커질수록 이러한 오류는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때의

층간변위 기여도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층간변위 기여도는 모든 실험체에서 기둥 및 패널존에

서의 층간변위각은 대체로 10%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나 대부분의 변위가 보 및 볼트이음부에서 발생한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멘트 가력시의 층간변위기여도는

보에서 약 70%∼80%로 나타났으며, 볼트이음부에서의

회전각은 10%∼20%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전각이 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모멘트 가력시에는

보에서 약 40%∼50%, 볼트이음부에서 약 40%∼50%로

나타나 부모멘트 가력시에 비해 볼트이음부의 층간변위

기여도가 2배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층

간변위각 4%에서 미끄러짐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볼트 조임부의 면 처리 불량

및 초과강도로 인해 증가된 하중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층간변위각 1%에서는 JC-1∼2 실험체와 JS-1∼2 실험

체의 층간변위기여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층간

변위각 4%에서는 JC-1∼2 실험체의 볼트 이음부 층간변

위기여도가 JS-1∼2 실험체의 볼트 이음부 층간변위기여

도보다 정모멘트 및 부모멘트에서 모두 10%가량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JS-1∼2 실험체의 외다이어프램의 효

과로 볼 수 있으나, 실험체의 밴드플레이트 형상이 다른

것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체의 예상내력 및 실험결과 요약은 표 4에 나타내

었으며, 이때 예상내력은 소성응력분포법에 의하여 산정

되었다. 표 4에서, 모든 실험체는 재료의 공칭강도를 고

려한 예상내력은 초과하였으며, 재료시험결과를 고려하였

을 경우의 예상내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료시험결과

를 고려한 예상내력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최초 예상

한 내력을 초과하면서 볼트이음부에서 예상보다 큰 미끄

러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합성보 단면이 완전소성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림 12의 하중-

변형률 관계에서 중립축 부근에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에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의 연성계수 는 그림 10의 실험체별 포락곡선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연성은 Paulay, Priestley8)에 의해

서 제안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그림 11), 항복변위비

는 최대강도의 75%를 지나는 할선강성이 최대하중에

도달하는 횡 변위비로 정의하였으며, 최대변위비 는 최

대강도 이후 하중재하능력이 최대강도의 80%로 저하되는

변위비로 정의하였다. 원형 CRC 합성 기둥(JC-1,2)과 사

각형 CRC 합성기둥(JS-1,2)의 연성능력은 유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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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체별 Envelope curves 그림 11. 연성평가 개념도

그림 12. 하중-변형률 관계

정모멘트 가력시의 연성보다 부모멘트 가력시의 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멘트 가력시의 연성은 모든 실험

체가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모멘트 가

력시의 연성은 JC-2 및 JS-2 실험체에서는 3.30 및 2.5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JC-1 및 JS-1 실험체에서는

1.89 및 1.6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정모멘트 가력시 JC-1 및 JS-1 실험체에서 볼트의 미끄

러짐이 비교적 초기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최대하중의

75%일 때 강성이 저하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그림 10의

포락곡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3 하중-변형률 관계

그림 12는 실험체에 설치된 스트레인게이지에 의해 측

정된 하중-변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실험체의

하중-변형률 관계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상부철근 및 상부플랜지에서는 부모멘트 가력시에는

인장측으로 항복하였으나, 정모멘트 가력시에는 변형률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로서 정모멘트 가력시 중

립축은 상부철근 및 상부플랜지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측된 중립축 위치와 일치한다.

웨브상부에서는 부모멘트 가력시 인장측으로 변형률이

발생하다가 웨브 중앙부에서 변형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웨브 하부 및 하부 플랜지에서는 압축측으로 변형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서 부모멘트 가력시에는 웨

브중앙부 부근에 중립축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예측된 중립축 위치와 일치한다. 또한 정모멘트

가력시에는 웨브 상부, 웨브 중앙부, 웨브 하부 및 하부

플랜지에서 모두 인장측으로 변형률이 발생하여 중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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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하부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밴드플레이트에서는 JS-1,2 실험체에 비해 JC-1,2의

실험체의 응력이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원

형 밴드 플레이트가 각진 밴드 플레이트에 비해서 응력

전달이 용이하며, JS-1,2 실험체에서는 외다이어프램에

의해 응력전달이 분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둥 주근의 변형률은 부모멘트 가력시 JC-1 실험체에

서 기둥 주근상부에서 인장측 항복에 도달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강기둥-약보

개념에 설계됨에 따라 주근 상 하부 모두 변형률이 TSC

합성보의 변형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물크기의 CRC 합성기둥과, TSC 합성

보를 접합한 4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횡하중 반복재하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실험체는 강기둥-약보 개념으로 설계되었으

며, 보에서 소성흰지가 발생하는 강기둥-약보 파괴 양상

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접합부는 변형 능력을 나타내었

으며, 대부분의 층간변위는 보와 보 내부에 위치한 볼트

이음부에서 발생하였다.

(2) 원형 CRC 합성 기둥(JC-1,2)과 사각형 CRC 합성

기둥(JS-1,2)의 변형능력은 유사하였으며, 모두 정모멘트

가력시에 층간변위각 약 0.05rad까지, 부모멘트 가력시에

는 층간변위각 약 0.07rad각까지 변형능력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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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 층간변위각 0.04rad 이상의 변형능력을 나타냈다.

(3) 정모멘트 가력시보다 부모멘트 가력시 우수한 변형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외부 노출된 웨브 및 하부

플랜지에서의 볼트 미끄러짐이 콘크리트 내에 매입된 상

부플랜지에서의 볼트 미끄러짐에 비해 크게 발생하여 나

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4) 원형 CRC 합성 기둥(JC-1,2)과 사각형 CRC 합성

기둥(JS-1,2)의 파괴양상은 유사하였으며, 재료초과강도로

인해 최초 예측하였던 예상강도를 초과하면서 볼트 이음

부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였다.

(5) 원형 CRC 합성 기둥(JC-1,2)과 사각형 CRC 합성

기둥(JS-1,2)의 연성능력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정모멘

트 가력시의 연성보다 부모멘트 가력시의 연성이 더 높

게 나타났다.

(6) 모든 실험체는 재료의 공칭강도를 고려한 예상내력

은 초과하였으며, 재료시험결과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예

상내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7) 하중-변형률 관계에서 중립축 위치는 정모멘트 가

력시에는 플랜지와 상부철근부근, 부모멘트 가력시에는

웨브중앙부근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측된 위치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위와 같은 실험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를 적

용한 TSC보–CRC 합성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이

KBC2009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므로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 골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축력과 반복 횡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게 될 경우,

부재의 임계단면에 소성 흰지가 발생하게 되고, 콘크리트

의 취성적인 파괴 특성으로 기둥 부재가 연성적인 거동

을 하지 못하고 취성적인 거동을 하여 급격한 파괴에 이

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안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

할 경우 KBC2009에서 요구하는 최소 띠철근량 이상으로

배근하여 충분한 횡구속효과를 확보하여 기둥이 충분한

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CRC 기둥에 RC보, H형강 보 또는 다른형태의

합성보가 접합되어 내진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안

된 상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접합부 하중전달 메커니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 및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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