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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evaluation method for generalization of behavior characteristic of 

PC beam-column connection by connection details. For quantified assessment based features of behavior 
and destruction mechanism upon connection details, this study proposed a deformation contribution, 
which is able to grasp difference of displacement response in each element of connection and interfacial 
members, as an evaluation methodology. This study preferentially performed an experimental study of 
connection details predicted to belong to category of ’Equivalent Monolithic System' for verification of 
proposed classification plan. The measurement experiment result showed different fracture pattern then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a numerical basis by evaluating the result based on a deformation 
contribution. On the basis of the properties, PC connections classified between deformation degrees of 
’Ductile connection' and 'Strong connection' which belongs to subcategories of ‘Equivalent Monolithic 
System' in a proposed classific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리캐스트(PC) 보-기둥 합부의 상세별 거동 특성을 일반화 할 수 있는 통합  평가법

을 제안하 으며, 이를 통해 PC 합부의 성능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수립하 다. PC 보-기둥 

합부의 상세에 따른 거동  괴 메커니즘의 특성에 한 정량  근을 해 합부와 인 부재의 각 요

소 간 변 응답차이를 단할 수 있는 변형기여분을 평가방법론으로 제안하 다. 한 제안된 분류체계의 

검증을 해 PC 일체식 합시스템의 범주 내에 속할 것으로 상되는 상세에 한 실험연구를 우선 으로 

수행하 다. 제안된 분류체계에서 ‘일체식 PC시스템’의 하  범주인 ‘연성 합부'와 '강한 합부'의 변형 능

력을 구분하 으며, 이에 따라 변형기여분을 통한 PC 합부의 평가  분류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1. 연구배경  

최근 국내의 열악한 건설환경에 처하기 한 합리  응방안으로써 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공법의 활성화가 조속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C 합부의 독립  

설계기 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 정량  근거에 따른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으로 필요하다. 한편, 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기술력  생산력의 여건상 유럽과 같은 All 

PC 시스템을 통해 PC공법 활성화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습식 합을 이용한 일체식 

합방식(Equivalent monolithic system)이 용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체식 PC 합부에 한 분류체계를 변형기여분을 통해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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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형기여분 평가 결과에 따른 일체식 PC접합부의 분류

2. 일체식 PC보-기둥 합부의 실험

일체식 PC 합부는 강도나 강성 등의 성능이 일체식 구조와 동등한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주로서 정의되며, 이 때문에 내진설계 표 을 따라 용하기 용이하여 지진지역에서의 활용 빈도가 

높다. 이러한 일체식 합부의 세부 분류를 정의하기 해 일체식 PC 합부에 속하는 총 3개의 

표상세(Cast-in-place connection, Half PC connection, Strong connection)를 갖는 보-기둥 

합부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실험체에 다수의 변 계를 설치하여 기둥과 보의 곡률  

회 량과 합부 단변  등을 측정하 으며, 합상세에 따른 합부의 변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3. 변형기여도 분석을 통한 분류범주 설정

변형기여도 평가 결과, 장타설 일체식 합부와 Half PC 합부는 각 변형요소별 기여분이 비교  

상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trong 합부는 보의 휨 변형성분이 체 변형에 부분을 기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체식 PC 합부를 '연성 합부(Ductile connection)'와 '강한 합부(Strong 

connection)'로 분류하 으며, 합부 역이 한 비선형 응답특성을 갖는 상세를 연성 합부, 합

부 역이 항상 탄성상태 내에서 거동하는 합부를 강한 합부로 정의함으로써 합상세별 분류범주

를 결정하 다. 

4. 결 론

PC 보-기둥 합부의 분류체계  합리  평가법의 정립을 해 일체식 PC 합부에 한 실험연

구를 수행한 결과, 변형기여분 분포는 합상세별로 각각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부 역의 변형이 체변형에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일체식 PC 합부를 ‘연성 합부’와 '강한 합부

'로 분류하 다. 연성 합부의 경우 합부 단변형 기여분이 타 요소들과 비교  상등한 분포를 보

으며, 강한 합부의 경우 보의 휨 변형이 합부 체의 변형에 해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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