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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PC(Precast Concrete) 구조시스템은 건식화 조립식 공법으로 구조물 건설에 있어 공기, 노동력 절감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벽체의 경우 이를 PC화하여 사용할 경우 접합부의 내진성능이 떨어지므로 PC 구조벽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접합부 성능을 개선하여 횡력저항요소로 사용가능한 2종류의 PC 구조벽체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RC 벽체 및 PC 벽체가 혼합된 복합 PC 벽체와 벽체하부 연결철근의 일부를 단면감소시키고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PC 벽체로서 지진발생 시 충분한 강도와 변형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RC 벽체를 포함한 3가지 벽체에 대한 실험체를 제작하여 주기 횡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강도, 
강성, 변형능력 및 에너지 소산능력이 기존 PC 구조벽체보다 월등히 향상되어 우수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벽체, 접합부, 내진성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 system that can assure reliable seismic 
performance. In previous studies, the connections of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s have had some problems in their seismic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s which have an improved seismic performance. One 
is a hybrid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 that is composed of a reinforced concrete component and a precast concrete component, 
and another is a precast concrete wall whose reinforcements have a partially reduced section and are partially unbonded from the 
surrounding concrete.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s, the behavior of three 
specimens, including a reinforced concrete wall, were subjected to reversed cyclic combined flexure and shear.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 proposed precast concrete structural walls have reliable seis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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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기단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공사품질을 보장하

는 동시에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

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건축공사 방법은 조립식 공법에 의

한 PC(Precast Concrete)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

근 PC 공법을 적용하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로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부재는 PC 복합화 공법으로 이미 상

용화되어 있는데 반해 구조벽체는 아직까지 주로 RC 공법

으로 시공하고 있다.

구조벽체는 구조물의 주요 횡력저항요소로서 다른 구조

부재(기둥, 보, 슬래브)보다 층당건설공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대형거푸집을 이용하여 벽체를 RC 

공법으로 선시공한 후에 다른 구조부재가 후시공되는 시공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법은 

벽체를 선시공한다 할지라도 시공속도가 더 빠른 다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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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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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PC    
보-기둥

(a) 시공 사진

(b) 시공 개요

<그림 1> 코어선행공법을 통한 RC 구조벽체 시공

<그림 2> PC 구조벽체의 파괴특성

(a) 실험체 세팅

(b) 실험결과

<그림 3> Soudki et al.의 실험 결과(1),(2)

와의 시공속도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공기단축에 한계를 가

져오고 RC 벽체를 선시공하기 위한 대형거푸집을 사용함으

로써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구조벽체를 PC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다른 구조

부재와 동시 시공이 가능해지고 대형거푸집 미사용으로 인

한 비용절감 효과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PC 

구조벽체 시스템은 경제성, 시공성 측면에서 기존의 RC 구

조벽체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PC 구조벽

체는 그림 2와 같이 분할된 요소들이 접합하여 하나의 벽체

로 거동하고 변형이 벽체 하부의 접합부에 집중되어 충분한 

변형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RC 구조벽체에 비해서 

접합부의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PC 

구조벽체를 주요 횡력저항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C 구

조벽체의 횡력저항성능 특히 내진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PC 구조벽체의 접합부 문

제점을 개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PC 구조벽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PC 

구조벽체 내진성능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존 연구를 조사하

여 내진성능이 부족한 기존 PC 구조벽체의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분석한 기존 PC 구조벽체의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두 종류의 PC 구조벽체를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주기 횡하중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체별 결과를 비교 및 분석

하여 제안된 PC 구조벽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기존연구 분석

국내외의 PC 구조벽체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였다. 대표

적인 기존연구로서 Soudki et al.(1),(2)
은 기존 PC 구조벽체

의 수평접합부에 적용되고 있던 스플라이스 슬리브를 이용

한 방법, 철제앵글에 철근을 용접하는 방법 등과 새로운 접

합부인 연결철근에 부분 비부착 상세(Partially Unbonded 

Reinforcing Bar)를 적용한 방법, 철제튜브에 나사가공한 

철근(Reinforcing Bar Bolted to Steel Tube Section)을 이

용한 방법을 적용한 PC 구조벽체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

다(그림 3(a) 참조). 실험결과, 기존방법은 주로 철근의 뽑힘

현상이 발생하여 그림 3(b)와 같이 큰 변형능력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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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체 세팅

(b) 하중-변위 곡선

(c) 누적에너지 소산 곡선

<그림 4> 한준희 등의 실험 결과3)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안된 방법 가운데 연결철근에 부

분적으로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실험체는 비부착 효과가 어

느 정도 반영되어 기존 방법 보다 약 2배정도의 변형능력을 

나타냈으나 철근의 뽑힘현상에 의하여 층간변위는 약 2%로 

제한되었다. 위 실험에서 기존 PC 벽체의 층간변위는 평균

적으로 약 1% 내외이다. 그런데 보통 RC 벽체의 층간변위

는 약 2.5%~3%이므로 기존 PC 구조벽체는 RC 벽체보다 

변형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PC 벽체에서

는 보, 기둥과는 달리 벽체의 긴 폭으로 인하여 주기횡하중 

작용 시 벽체 하부 접합부에 상대적으로 큰 압축, 인장변형

률이 집중되어 하부 접합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전체 변형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일

반적인 PC 벽체 접합부로 적용되는 스플라이스 슬리브를 

이용한 실험체의 경우, 주기 횡하중 하에서 슬리브 내부는 

큰 압축, 인장 변형률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슬리브 내의 

무수축 모르타르의 파괴가 가속화되어 철근의 뽑힘에 의해 

접합부 파괴가 발생되어 내진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PC 구조벽체는 건축구조물의 횡력저항요

소로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한준희 등
(3)
이 고강도 볼트와 철제 튜브를 이

용한 접합부와 스플라이스 슬리브에 다우얼 철근을 이용한 

접합부를 적용한 PC 구조벽체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였다(그림 4(a) 참조). 실험 결과, 제안된 접합부는 

그림 4(b), (c)와 같이 기존의 RC 실험체에 비하여 강성, 변

형능력, 에너지 소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Soudki et al.의 실험과 같이 접합부에 파괴가 집중되어 

내진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외의 PC 구조벽체에 관한 실험을 분석한 결

과 기존의 PC 구조벽체는 RC 벽체에 비하여 내진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
(4),(5)

에 의하면 

PC 구조를 내진구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C 구조와 동등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존 PC 구조벽체는 

내진구조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C 

구조벽체를 구조물의 주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을 개선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RC 

구조벽체와 동등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PC 구조벽체를 개발하고자 한다. 

3.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PC 구조벽체의 제안

횡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벽체는 벽체하부에서 가장 큰 모

멘트와 전단력을 받게 된다. 또한 지진에 효과적으로 저항

하기 위해서는 벽체의 변형성능이 중요한데, 벽체 하부의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변형능력이 벽체의 변형성능을 좌우

한다(그림 5 참조). 따라서 구조벽체가 횡하중, 특히 지진

에 대해서 안정적인 저항성능을 발휘하려면 벽체하부 소성

힌지 영역이 충분한 강도와 변형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RC 벽체의 경우 그림 5의 벽체하부에서 벽체 

폭()의 절반가량을 소성힌지영역(  )으로 확보하여 

변형이 넓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변형성

능을 발휘하는데 반하여 PC 구조벽체의 경우 기존 실험
(1-3)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변형이 하부 소성힌지영역 내의 

접합부에 집중되어 충분한 변형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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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벽체의 거동특성(6)

PC

RC

무수축
모르타르

PVC   
파이프

단면가공

PC 무수축
모르타르

(a) 복합 PC 벽체
(b) 연결철근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 적용 PC 벽체

<그림 6> 제안된 PC 구조벽체

어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C 구조

벽체가 안정적인 내진성능을 발휘하려면 PC 구조벽체 하부 

소성힌지 영역에서 충분한 강도와 변형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PC 구조벽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PC 구조벽

체를 제안하였다. 

3.1 복합 PC 벽체

그림 6(a)는 제안된 PC 구조벽체 가운데 복합 PC 벽체를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벽체는 벽체 하부에서 충

분한 강도와 연성도를 발휘하여야하므로 본 PC 구조벽체 

시스템은 벽체의 소성힌지 영역을 포함한 부분까지는 RC로 

시공하고 그 위로는 PC로 시공하는 방법이다. 본 PC 벽체 

시스템은 지진발생 시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벽체 하부를 

RC로 시공하여 일체성을 크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접합부 

성능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탄성상태로 소성변형이 발생

하지 않는 부분을 PC로 시공하여 PC 벽체의 장점인 시공성

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RC 벽

체와 유사한 최종파괴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결철근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 적용 PC 벽체

그림 6(b)는 제안된 PC 구조벽체 가운데 벽체하부의 철

근을 깎아 철근단면을 감소시키고 단면이 감소된 부분의 철

근과 콘크리트를 비부착시킨 상세를 지닌 PC 구조벽체이다. 

그림 7(a)와 같이 연결철근의 단면을 깎아 벽체의 항복을 접

합부에서 벽체판넬 내부로 유도하고 슬리브가 부담하는 하

중을 저감시켜 무수축 모르타르의 파괴를 방지하였다. 따라

서 스플라이스 슬리브 접합부는 지진에 대한 극한거동 시 

탄성상태로 유지되어 접합부에서의 국부적인 파괴가 방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복이 유도된 PC 벽체 내부에 콘크

리트와 철근을 비부착하여 항복구간을 확보하여 변형능력

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연결철근의 단면이 감소된 부분에 

적용된 비부착 상세는 PVC 파이프를 이용하였다.

제안된 연결철근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PC 

구조벽체 시스템은 기존의 PC 벽체시스템이나 복합 PC 벽

체와 설계과정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PC 구조벽체 시스템은 그림 7과 같

이 연성도 확보를 위하여 소성힌지 발생 구간을 벽체하부 

접합부에서 단위벽체로 이동시킨 벽체이다. 따라서 벽체길

이 방향의 모멘트 성능을 그림 7(c)와 같이 조정하였다(그림 

7(c)는 벽체 수직철근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벽체

의 모멘트 성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따라서 횡하중 발생 시 

그림 7(d)와 같은 모멘트 분포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모멘

트 분포와 모멘트 성능이 일치되는 시점에서 벽체가 항복하

게 된다(그림 7(e)).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지점은 벽체하부 접합부가 아니라 단위벽체내부 

연결철근의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부분에서 발

생한다는 점이다. 벽체하부 접합부는 철근단면감소 지점이 

아닌데도 휨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이 부분에서의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부착되어 있고 철근이 단면감소된 철근과 비

부착으로 연속되어 단면이 감소된 부분에서 철근이 항복하

면 더 이상의 인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의 벽체 하부 접합부에서 휨강도가 모멘트 분포와 

일치하게 될 때 철근의 항복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의 인장강도가 감소된 비부착으로 연결된 단면

감소 철근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철근 단면감

소 및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PC 구조벽체 시스템을 설계하

는 경우는 이러한 거동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단면성능 즉 

휨강도를 산정해야 하며 연성설계를 위해서는 소성힌지의 

발생지점도 주의해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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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처리

PVC
파이프

단면
감소

연결
철근

무수축
모르타르

슬리브

(a) 연결철근 단면
감소 및 비부착 상세

 

<그림 7> 제안된 연결철근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 적용 PC 벽체의 설계

무수축 모르터

(20mm)

무수축 모르터

(20mm)

완만하게

처리

방수처리

완만하게

처리

지름20mm

 가공

비부착 철근 상세

(a) ST-RC 실험체 (b) HY-PC 실험체 (c) BSR-PC 실험체

<그림 8> 실험체 도면

4.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평가

4.1 실험체 계획

구조벽체는 벽체하부의 성능에 의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

이 결정되므로 실험체는 구조벽체 하부의 내진성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횡하

중만을 고려하였다. 실험체의 세장비()는 약 2.22이

고 실험체 개수는 총 3개로서 기준실험체인 1개의 RC 구조

벽체와 제안된 2개의 PC 구조벽체를 제작하여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체의 모든 

접합부는 D25용 스플라이스 슬리브(Splice Sleeve)에 고강

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채워넣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ST-RC(Standard RC) 실험체는 기준 실험체인 RC 벽체

로서 일반적인 구조벽체와 같이 휨파괴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8(a) 참조). 제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Hybrid 

PC) 실험체는 PC 및 RC 구조벽체를 복합시공한 실험체로

서 소성힌지 영역(=/2=450mm, (벽체 폭)=900mm)

에서 안정적 극한거동을 유도하기 위해 소성힌지가 포함된 

벽체하부를 RC 벽체로 계획하고 탄성상태가 예상되는 상부 

부분을 PC 벽체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기초에서 하부벽체

(높이=990mm)까지는 RC 벽체이고 상부벽체는 PC 벽체이

다(그림 8(b) 참조). RC 벽체에서 파괴가 발생하도록 상부

벽체에서 내려오는 연결철근이 소성힌지 높이까지 내려오

지 않도록 하고 정착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헤디드 바를 

적용하였다. 제안된 다른 PC 구조벽체인 BSR-PC(Bar 

Section Reduction PC) 실험체는 기초와 만나는 연결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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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료시험 결과(콘크리트, 무수축 모르타르)

콘크리트 무수축 모르타르

설계강도

(MPa)
압축강도

(MPa)
탄성계수

(GPa)
압축강도

(MPa)

27 33.6 20.2 46.2

<표 2> 재료시험 결과(철근)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MPa)

D10 554.7 675.3 1.76×105

D13 434.3 568.0 1.83×105

D25 452.7 600.3 1.97×105

            

      (a) 거푸집 제작/철근 배근(HY-PC)         (b) 거푸집 제작/철근 배근(BSR-PC)                  (c) 콘크리트 타설

            

          (d) 거푸집 탈형 및 양생                (e) 상부판넬 조립 및 접합부 시공                (f) 실험체 조립 완성 및 양생

<그림 9> 실험체 제작 과정

하부에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실험체이다(그림 

8(c) 참조). 벽체 내부로 철근 항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

상부면에서 높이 145mm~ 450mm까지 연결철근의 지름을 

20mm로 감소시켜 가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PVC 파이

프를 이용하여 연결철근의 가공된 부분에 콘크리트와의 비

부착 상세를 적용하였다.

기초와 PC 벽체, RC 및 PC 벽체 사이의 접합부는 제작 

및 조립 시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20mm 간격을 두고 

조립한 후에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채워 넣을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 시 접합부와 스플라

이스 슬리브가 동시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4.2 재료시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 무수축 모르타르, 철근

의 기계적 특성을 표 1~표 2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공시

체는 KS F 2403 규정에 따라 지름 10cm, 높이 20cm의 실

린더형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무수축 모르타르의 공

시체는 한 변의 크기가 5cm인 큐빅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Elastic Modulus)는 KS F 

2438에 따라 산정하였고 철근의 탄성계수는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탄성한계점과 원점에 대한 할선강성으로 결정하

였다.

4.3 실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

실험체 제작과정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ST-RC 실험체

는 기초-벽체-가력보를 모두 일체로 제작하였다. HY-PC 실

험체는 기초-하부벽체, 상부벽체-가력보의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제작하였고 BSR-PC 실험체는 기초, 하부벽체, 상부벽

체-가력보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BSR-PC 실험

체는 연결철근의 단면을 가공한 부분은 PVC파이프를 씌우

고 타설 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방수처리하였다.

기존 RC 벽체와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횡하중 반복가력실험을 수행하

였다. 횡력은 500kN 용량의 엑츄에이터(Actuator)를 사용

하여 계획된 하중이력에 따라 변위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가

력하였다. 하중이력은 ACI T1.1R-01(7)
과 Hawkins and  

Ghosh(8)
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의 125%~150%의 

범위에 들도록 그림 11과 같이 15단계로 계획하였다. 세로

축의 가력변위는 강도와 강성의 저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각 변위마다 3번씩 반복 가력하도록 계획하였다. 

실험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균열은 가력방향에 따라 구분

하여 표시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실험은 변위의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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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N
Actuator LVDT

(Unit : mm)

(a) 액츄에이터 설치도

LVDT

(b) 면외좌굴 방지 장치 설치도

<그림 10> 실험체 및 계측장비 설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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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중 이력(Loading History)

      

    (a) ST-RC         (b) HY-PC        (c) BSR-PC

<그림 12> 최종파괴 시 균열상황

라 내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력에 따른 실험체의 변위와 벽체 하부의 변

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0과 같이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다. 

4.4 실험 결과

4.4.1 실험체 균열 및 파괴상황

3가지 실험체에 대하여 횡하중 반복가력 실험을 수행하

여 변위 증가에 따른 각 실험체별 파괴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12 참조).

RC 벽체인 ST-RC 실험체는 하중 52kN에서 벽체 하단

부에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휨

균열은 휨-전단균열로 진행되었고 벽체 저면에서 1700mm

까지 상부방향으로 새로운 휨균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

다. 벽체의 양단부에서 발생된 균열은 중앙으로 진전되면서 

교차하였고 최종 파괴 시까지 계속되었다. 벽체의 최종 파

괴는 벽체의 하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압괴와 압축철근의 파

단으로 최종 파괴되었다. 

PC 및 RC 벽체를 복합시공한 HY-PC 실험체는 약 

35.3kN에서 접합부의 접합면을 따라 수평으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변위의 증가에 따라 약 39kN에서 벽체 하단

부에서 휨균열이 발생하여 상단으로 진전되었고 휨-전단균

열로 진행되었다. 벽체의 양단부에서 발생된 균열은 중앙으

로 진전되면서 교차하였고 최종 파괴 시까지 계속되었다. 

벽체의 최종 파괴는 벽체의 양쪽 하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압

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중앙부로 확대되어 최종 파괴되었

다. 대체적으로 균열 및 파괴 모습은 ST-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ST-RC 실험체는 균열이 소성힌

지 이외의 영역으로 넓게 분포하여 발생하였으나 HY-PC 

실험체는 상부의 PC 벽체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강도가 크

기 때문에 균열이 하부의 소성힌지 영역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결철근에 단면감소 및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BSR-PC 

실험체는 약 27.8kN에서 벽체 하단부 접합부에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31.2kN에 벽체 중앙의 접합부를 따라 균

열이 발생하였다. 변위의 증가에 따라 부재각 0.5% 까지 상

하부 벽체에 몇 개의 균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벽체에 추가적인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는 벽체 

하단부의 기존 균열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부재각 

1% 이후에는 하부 접합부의 무수축 모르타르가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판넬부분의 파괴는 거의 없이 연결철근의 인장

변형이 계측되었다. 최종 가력 부재각인 4.5%에서는 하부 

접합부의 무수축 모르타르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4.5%까지 

가력하는 동안 큰 내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았고 엑츄에이터

(Actuator)의 한계 스트로크에 이르러 실험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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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C

(b) HY-PC

(c) BSR-PC

<그림 13> 하중-변위 곡선

<표 3> 실험결과 비교

Specimen


(MPa)


(kN)

(kN)


(kN)


(mm)


(mm)


(%)


(%)


(%)



( / )

(kN)

 /


Stiffness
(kN/mm)

ST-RC
(+) 35 160.7 179.6 143.7 14.2 55.3 0.71 2.77 3.58 5.03 

155.9
1.15 14.64 

(-) 35 -156.7 -183.1 -146.5 -13.4 -50.1 0.67 2.51 -3.55 5.31 1.17 15.26 

HY-PC
(+) 35 187.9 196.4 157.1 14.2 28.5 0.71 1.42 3.05 4.30 

160.5
1.22 16.93 

(-) 35 -197.9 -202.5 -162.0 -15.7 -46.7 0.78 2.34 -3.10 3.95 1.26 13.81 

BSR-PC
(+) 35 133.2 136.7 109.3 12.1 28.3 0.60 1.42 4.18(*) 6.92 

101
1.35 16.48 

(-) 35 -126.3 -131.0 -104.8 -11.9 -16.7 0.60 0.84 -4.64(*) 7.79 1.30 16.38 

(*) : 0.9에서의 부재각

=  (은 벽체의 강도, 는 벽체의 높이) 

따라서 HY-PC 실험체는 벽체 하부의 소성힌지영역에서 

파괴가 발생하였고 BSR-PC 실험체는 콘크리트 부분에 큰 

파괴가 없이 우수한 변형능력을 나타냈으므로 설계한 의도

가 실험체에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4.4.2 하중-변위 곡선

실험결과 가운데 실험체에 작용된 하중(Load)과 변위

(Drift Ratio)의 관계를 그림 13에 나타냈다. 

기준 실험체인 ST-RC 실험체는 항복 이후 하중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가력 시 부재각 2.77%에서 최대하중 179.6kN, 

부가력 시 부재각 -2.51%에서 최대하중 -183.1kN을 나타내

고 하중이 서서히 저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HY-PC 실험

체는 최대강도가 ST-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하도록 설계하

였으나 정가력 시 부재각 1.42%에서 최대하중 196.4kN, 부

가력 시 부재각 -2.34%에서 최대하중 -202.5kN을 나타내

어 ST-RC 실험체보다 약 10% 정도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HY-PC 실험체는 항복 이후 부재각 약 2.2%정도까지는 

ST-RC 실험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다가 하중이 서서히 

저하하는 ST-RC 실험체와 달리 하중이 비교적 급격히 떨

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PC 벽체 부분이 하부의 RC 

벽체 부분보다 강도가 크므로 RC 벽체로 파괴가 집중되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BSR-PC 실험체는 실험체 계획 시 단면을 감소시킨 연결

철근에 의해 정가력 시 부재각 1.42%에서 최대하중 136.7kN, 

부가력 시 부재각 -0.84%에서 -131kN을 나타내어 다른 실

험체보다 작은 강도를 나타냈다. 그런데 표 3에서 예상값에 

대한 실험값의 비율()을 보았을 때 다른 실험체

보다 예상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복 이후 

거동에서는 최대하중 이후 정가력 시 1.4%, 부가력 시 

1.0%에서 벽체 하부 접합부의 무수축 모르타르의 파괴에 

의해 하중이 다소 저하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이후 거의 

하중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ST-RC 실험체와 

HY-PC 실험체의 경우 사이클당 3번의 반복에 따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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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결철근 하중-변형률 곡선(BS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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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포락곡선(Envelop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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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이클별 에너지 소산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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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적에너지 소산 곡선

<그림 16> 에너지 소산 곡선

및 강성의 저하가 크게 나타났지만 BSR-PC 실험체는 무수

축 모르타르의 파괴 이후에는 강도 및 강성 저하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BSR-PC 실험체의 균열상황을 보았을 

때 층간변위 0.5% 이후에는 벽체에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림 14에서 연결철근의 단면감소된 부

분의 소성변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BSR-PC 실험체의 경우 무수축 모르타르의 파괴 이후의 거

동은 연결철근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3 강도, 강성, 변위 연성비 및 에너지 소산능력의 비교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RC 구조

벽체인 ST-RC 실험체와 강도, 강성, 변위 연성비 및 에너지 

소산능력을 비교하였다.

실험체의 강도, 강성 및 변위 연성비의 비교를 위하여 그

림 15에 포락곡선(Envelope Curve)을 나타내고 표 3에 실

험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의 강도 예상값()과 실험값

( )의 비교()에서 모든 실험체가 예상값보다 

실험값이 15%이상 큰 값을 나타냈다. 특히, 제안된 PC 구

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는 기존 RC 벽

체보다 예상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을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의 강성이 기존 RC 벽체인 ST-RC 실험체

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위 연성비(μ)는 구조물의 소성변형능력을 나타내는 중

요지표로서 항복변위에 대한 극한변위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ffset Method(9)
를 이용하

여 항복점을 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극한변위()는 하

중-변위 곡선에서 극한하중( ) 이후 하강곡선에서 하중

이 0.8  일 때의 변위로 정의하였다. 각 실험체의 변위 

연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HY-PC 실험체의 경우 평균 4.13

으로 나타났으므로 평균 5.17인 기준 실험체 ST-RC 실험체 

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
(1-3)

에서의 

PC 벽체보다 우수한 변형성능을 나타냈다. BSR-PC 실험

체는 평균 7.36의 가장 우수한 변위 연성비를 나타냈다.

에너지 소산능력(Energy Dissipation Capacity)은 구조

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부재가 파괴

될 때까지 에너지를 흡수 또는 소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

낸 것으로 하중-변위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으로 평

가된다. 가력 싸이클 단계별로 평가한 에너지(Energy 

Dissipation Per Cycle)와 이를 합산한 누적에너지 소산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6(a)의 싸이클당 에너지 소산에서 균열이 하부벽체

에 집중되어 파괴된 HY-PC 실험체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고 연결철근의 거동에 의해 전체 거동이 결정되

는 BSR-PC 실험체의 경우 가장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6(b)의 누적에너지 소산을 비교하였을 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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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C(정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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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RC(부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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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Y-PC(정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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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Y-PC(부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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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SR-PC(정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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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SR-PC(부가력)

<그림 17> 수직변형도

안된 PC 구조벽체는 기존 RC 구조벽체인 ST-RC 실험체에 

비하여 HY-PC 실험체의 경우 20.6%, BSR-PC 실험체의 

경우 38.5% 정도의 큰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기존의 RC 구조벽체보다 에너지 소산능력이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강도, 강

성, 변위 연성비, 에너지 소산능력을 비교한 결과, 제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는 RC 

구조벽체인 ST-RC 실험체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우수한 내

진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4.4.4 수직변형률

각 실험체의 벽체 하단부에서 400mm 높이에 설치한 5개

의 LVDT를 이용하여 벽체 하단부에서의 벽체 길이방향에 

대한 수직변형률을 측정하여 그림 17에 정가력과 부가력별

로 나타내었다. LVDT의 위치는 실험체 피복에서 50mm 

위치를 시작으로 150mm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의 수직변형률은 대체

적으로 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ST-RC 실험체는 비

선형을 나타내고 있다. ST-RC 실험체와 HY-PC 실험체는 

파괴형태에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직변형률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ST-RC 실험체의 수직변형률은 

항복 부재각 약 0.67%~0.71% 이내에서는 선형의 모습을 

나타내어 HY-PC 실험체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항복 이후에는 ST-RC 실험체의 인장변형률이 증가하지 않

는 비선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ST-RC 실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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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실험이 진행될수록 인장균열이 소성힌지 이외의 영역

으로 넓게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인장

변형은 정체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T-RC 벽

체의 균열양상을 나타내는 그림 12(a)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a)에서 보면 벽체단부의 인장균열이 벽체

상부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HY-PC 

실험체는 벽체상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하부보다 크게 설

계되어 있어서 변형이 상대적으로 하부에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인장변형도 하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인장

변형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선형의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그림 12(b)에서 HY-PC의 균열

이 하부에 집중되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실험체에서 하중가력이 진행될수록 벽체폭 방향으

로 인장변형이 증가하게 되어 대체로 층간변위비 0.75% 이

상에서는 압축측의 변형률도 인장변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벽체의 길이방향 인장변형은 주기휨하중을 받는 RC부재

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10) 최근 벽체하부 소성

힌지 구간의 수직변형률 분포를 기준으로 벽체의 연성설계

를 수행하는 변위기초설계방법(Displacement-Based Design 

Method)(11),(12)
이 제안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벽체의 

변형률 분포 특징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벽체의 변위기초설계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위 실험에서 나타난 인장변형률의 비선형성

이나 길이방향 인장변형의 증가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PC 구조벽체의 접합부 문제점을 개

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PC 구조벽체를 개발하

기 위하여 2가지의 PC 구조벽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PC 구조벽체는 RC 벽체 및 PC 벽체가 혼합된 복합 

PC 벽체(HY-PC 벽체)와 벽체하부 연결철근의 일부를 단면

감소시키고 비부착 상세를 적용한 PC 벽체(BSR-PC 벽체)

이다. 제안된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횡하중 반복가력실험을 수행하고 구조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HY-PC 실험체의 균열 및 파괴 모습은 기준실험체(ST-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런데 ST-RC 

실험체는 균열이 소성힌지 이외의 영역으로 넓게 분포하

여 발생하였으나 HY-PC 실험체는 상부의 PC 벽체가 다

른 부분에 비하여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균열이 하부의 소성

힌지 영역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BSR-PC 실

험체는 단면이 감소된 연결철근의 안정적인 반복 이력거

동이 계측되었다.

2. HY-PC 실험체는 ST-RC 실험체보다 약 10% 정도 강도

가 크게 나타났다. HY-PC 실험체는 항복 이후 부재각 

약 2.2%정도까지는 ST-RC 실험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

이다가 하중이 서서히 저하하는 ST-RC 실험체와 달리 

하중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PC 벽체 

부분이 하부의 RC 벽체 부분보다 강도가 크므로 RC 벽

체로 파괴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BSR-PC 실험체는 항복 이후 최대하중을 나타내고 정가

력 시 1.4%, 부가력 시 1.0%에서 벽체 하부 접합부의 무

수축 모르타르의 파괴에 의해 하중이 다소 저하하는 모습

을 나타내었지만 이후 거의 하중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무수축 모르타르의 파괴 이후의 거동은 단면이 

감소된 연결철근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강도측면에서 제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는 기존 RC 벽체보다 예상값을 크게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성을 비교하였을 때 제

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

의 강성이 기존 RC 벽체인 ST-RC 실험체에 비하여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위 연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HY-PC 실험체의 경우 평균 4.13으로 나타났으므로 평

균 5.17인 기준 실험체 ST-RC 실험체 보다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
(1-3)

에서의 PC 벽체보다 

우수한 변형성능을 나타냈다. BSR-PC 실험체는 평균 

7.36의 가장 우수한 변위 연성비를 나타냈다. 

누적에너지 소산을 비교하였을 때 제안된 PC 구조벽체

는 기존 RC 구조벽체인 ST-RC 실험체에 비하여 HY-PC 

실험체의 경우 20.6%, BSR-PC 실험체의 경우 38.5% 

정도 큰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기존의 RC 구조벽체보다 에너지 소산능력이 매우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 강성, 변위 연성비, 에너지 소산능력을 비교한 

결과, 제안된 PC 구조벽체인 HY-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는 RC 구조벽체인 ST-RC 실험체에 비하여 대체

적으로 우수한 내진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4. 벽체 하단부에서의 수직변형률을 분석하였다. HY- PC 

실험체와 BSR-PC 실험체는 대체적으로 선형을 나타내

고 있는데 반해 ST-RC 실험체는 비선형을 나타냈다.  

ST-RC 실험체의 수직변형률은 항복 부재각 0.6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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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서는 선형의 모습을 나타내어 HY-PC 실험체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항복 이후에는 ST-RC 실

험체의 인장변형률이 증가하지 않는 비선형의 모습을 나

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에서 하중가력이 진행될수록 벽체 폭 방향으

로 인장변형이 증가하게 되어 대체로 층간변위비 0.75% 

이상에서는 압축측의 변형률도 인장변형을 나타냈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개발된 PC 구조벽체는 

기존의 PC 구조벽체의 내진성능을 크게 개선하였고 RC 구

조벽체와 동등 이상의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제안된 PC 구조벽체는 구조물의 주요 횡력저항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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