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띠철근을 갖는 접합부 전단파괴형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반복하중 거동 실험
Cyclic Tests on Exterior Beam-Column Joints
with ⊂-Shaped Ties Designed as Shear Failure Mode
천 성 철*

Chun, Seong Chul

배 민 서**

Bae, Min Seo

문 기 훈***

Moon, Ki-Hoon

하 태 훈****

Ha, Tae Hun

이 성 호*****

Lee, Sung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development of ⊂-shaped ties that can replace an closed ties.
It is to improve the workability of rebar works at exterior beam-column joints. Through cyclic
tests on exterior beam-column joints, the applicability of the ⊂-shaped ties was investigated. The
test specimens designed to fail by joint shear were tested to evaluate the shear strength of
exterior beam-column joints with ⊂-shaped ties. The test and evaluation we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CI 374.1-05. Exterior beam-column joints with ⊂-shaped ties show the
strucural performance equal to that of the joijts with closed ties interms of shear strength, failure
mode,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요 약

본 연구는 RC 외부 보-기둥 접합부 철근 작업의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폐쇄형 띠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형 띠철근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반복하중 실험을 통
해, ⊂형 띠철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형 띠철근을 갖는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접합부 전단파괴를 유도하여 실험체를 설계하였으며, ACI 374.1-05에 따라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형 띠철근을 갖는 외부 보-기둥 접합부의 전단강도, 파괴유형, 연성,
에너지 소산능력은 모두 폐쇄형 띠철근을 갖는 접합부와 동등하게 발현되었다.
1. 서 론1)
본 연구는 RC 외부 보-기둥 접합부 철근 작업의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폐쇄형 띠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형 띠철근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체는 접합부 전단강도를 제외하고 ACI 352
Type 2 접합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으며, ACI 374.1-05에 따라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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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폐쇄형

⊂형+보조띠철근

⊂형

그림1. 접합부 전단보강근의 배근 상세

그림1과 같이 ⊂형 띠철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접합부 전단보강근의 형상을 폐쇄형,
⊂형과 보조띠철근, ⊂형으로 배근하여 접합부 전단 파괴가 발생하도록 실험체를 설계하였다. 그림2와
같은 방법으로 가력하였으며, 세 실험체 모두 3.5% 변위에서 접합부 전단파괴가 발생되었다. 전단강도
는 ⊂형+보조띠철근과 ⊂형 실험체가 폐쇄형 실험체 강도에 비해 각각 95%, 105% 였다. 편차가 큰
전단 파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모두 동일한 전단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변형능력과 강도가 동
일하기 때문에 세 실험체가 유사한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였다.

그림2. 가력도 및 변위계 설치위치도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 사용되는 폐쇄형 띠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형 띠철근을 개
발하여, 반복하중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전단강도, 파괴유형, 연성, 에너지 소산능
력은 모두 폐쇄형 띠철근을 갖는 접합부와 동등하게 발현되었다. 따라서 시공성이 까다로운 폐쇄형 띠
철근을 대체하여 ⊂형 띠철근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대우건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Eurocode 8, “Design of Structures for Earthquake Resistance Part 1:General Rules, Seismic
Actions and Rules for Buildings,”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London, UK, 2004, 229 pp.
2. ACI Committee 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ACI 318-11) and
Commentary," American Concrete Institute, Farmington Hills, MI, 2011
3. ACI-ASCE Committee 352, "Recommendations for Design of Beam-Column Connections in
Monolithic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CI 352R-02)." American Concrete Institute,
Farmington Hills, Mich., pp. 37.
28 구조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