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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압축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성능에 대

한 띠철근 상세의 영향

Effects of Tie Details on Seismic Performance of RC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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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Various non-seismic tie details are frequently used for one- and two-story small buildings because the seismic demand on their 

deformation capacities is not relatively significant.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non-seismic tie details on the seismic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six square columns with a cross section of 400 × 400 mm and six rectangular columns with a cross section 

of 250 × 640 mm were tested. The anchorage details at both ends and spacing of tie hoops, along with the cross-sectional shape and the 

magnitude of axial load, were considered as the primary test parameters. Test results showed that square columns had higher stiffness 

and lower lateral deformation rather than rectangular columns. Both lap spliced tie and U-shaped tie provided comparable or improved 

seismic performance to 90° hook tie in terms of maximum strength,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The predicted curves with modeling 

parameters in ASCE41-13 were conservative for test results of lap spliced tie and U-shaped tie specimens since plastic behavior after 

flexural yielding could not be considered. For economical design, ASCE41-13 should be revised with various test results of ti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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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규모 건축물[1]은 ‘층수 2층 이하,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건축물로 

건물동수를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의 약 85%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

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도면, 구

조계산서, 공사 감리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주로 건

축사의 경험적 구조상세가 사용되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소규모건축물 구

조지침’[1]을 2012년에 제정・고시하였다.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건

축사 등 비구조전문가가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부재와 접합부의 배근상세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사양중심설계기준으로, KBC 2009의 내진상

세에 비하여 완화된 배근상세와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규모건축

물 구조지침의 완화된 배근상세와 규정은 구조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가 명

확히 실증되지는 않았다. 특히, 국내 소규모건축물의 구조특성과 지진거동

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중력하중과 횡하중이 크지 않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

층 기둥의 단면 크기가 보의 단면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은 비탄성 변형능력이 제한적인 약기둥-강보 거

동(weak column-strong beam behavior)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기둥과 보-기둥 접합부의 횡철근 상세가 보의 내진상

세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 구조지침[1]에 규정된 기둥

의 횡철근 상세규정은 소규모건축물의 거동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기둥-강보 거동을 보일 경우, 1층 기둥에 요구되

는 전단력과 회전변형은 이중곡률 거동에 의하여 크게 증가된다(Fig. 1 참

조). 하지만 구조지침[1]에 규정된 기둥의 횡철근 최대간격은 기둥 단면의 

최소치수로서 전단에 저항하기 위한 최대간격인 /2보다 크다.  따라서 콘

크리트만의 전단저항 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진하중 작용 시 전단균열

에 의하여 조기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2)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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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lumn hinging mechanism of 2-story moment frames 

designed primarily for gravity loads

Fig. 2. U-type transverse reinforcement 

필로티 공간에 벽기둥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벽기둥의 단면 두께는 150 

~ 250 mm로 90° 및 135° 횡철근 정착상세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1) 따라서 

현장에서는 시공의 편의를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U형 철근을 

사용한다. U형 철근을 사용하여 후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복콘크리트에

서 겹침이음을 해야한다. 그러나 U형 철근의 겹침이음부에서는 횡보강, 주

근 좌굴방지, 전단저항 등 구조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3)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1]에 제시된 횡철근상세는 KBC 2009의 철

근상세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상세는 주로 설계항복강도가 400 MPa이하

인 일반강도 철근을 주근으로 사용한 보, 기둥, 벽체, 접합부 등에 대한 구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1]은 

SD500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횡철근에 대해서는 편리

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완화된 상세규정을 적용한다. 고강도철근을 

주근으로 사용할 경우 요구 전단력이 증가하므로 기둥과 접합부의 변형능력 

1)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에 규정된 기둥 단면의 최소치수는 350mm 이지만, 구조지침 제정 이

전에 지어진 다수의 소규모 주택의 1층 필로티에는 350mm보다 작은 두께의 벽기둥이 사용

되었다.

확보에 불리하다. 따라서 완화된 횡철근 상세와 함께 고강도철근이 주근으로 

사용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완화된 횡철근 상세를 갖는 저층건물의 기둥, 보-기둥 접합부, 모멘트골

조의 내진성능에 대하여 다수의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2-7]. 이들 실험결

과는 공통적으로 횡철근이 과소 보강된  기둥과 접합부에서 취성전단파괴

가 발생하였다. 기둥 실험체의 경우 횡변위비 1.0 ~ 2.5%에서 하중재하능

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압축력이 클수록 변형능력이 감소하였다[2-3]. 

약기둥-강보로 설계된 보-기둥 외부접합부의 경우[4-6], 횡변위비 

1.0~1.5%에서 조인트 사인장 균열이 커지며 취성파괴가 발생하였다. 

Calvi et al.[7]이 수행한 3층 모멘트 골조의 정적 횡력재하실험에서는 대부

분의 구조손상과 소성변형이 기둥 단부와 외부 보-기둥 조인트에 집중적으

로 발생되고 결국 골조의 하중재하능력이 횡변위비 1.0% 이후부터 조기에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히 기둥의 변형능력은 횡철근 보강량뿐만 아니라 후프의 정착상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am et al.[8]은 0.4~0.6

의 큰 압축력을 받는 기둥에 대한 횡력 반복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90° 갈고리로 정착시킨 후프를 사용한 기둥실험체는 135° 내진

갈고리(seismic hook, ACI 318-11)를 갖는 후프를 사용한 기둥보다 약 

40% 작은 변형능력을 보였다. Lukkunaprasit and Sittipunt[9]의 실험에

서도 90° 정착갈고리를 갖는 후프로 보강된 기둥이 내진갈고리를 갖는 후

프로 보강된 기둥보다 약 33% 작은 변형능력을 보였다. Razvi and 

Saatcioglu[10]은 압축실험을 통하여 내진갈고리를 갖는 후프가 90° 정착

갈고리를 갖는 후프보다 우수한 콘크리트 횡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상 열거된 기존 연구는 미국 및 유럽에서 지어진 저층건물에 대한 것

으로서, 완화된 횡철근상세가 부재 및 골조의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외의 검증결과를 재료특

성(SD500 고강도 철근), 단면특성(벽기둥 단면), 횡철근 정착상세(90° 정

착갈고리 및 Fig. 2의 겹침이음된 후프) 등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소규모 건

축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소규모건축

물에 사용 중인 완화된 횡철근 대안상세와 SD500 고강도철근이 주근으로 

사용된 일반기둥과 벽기둥의 내진성능이 연구되었다. 횡력 반복재하실험을 

통하여 횡철근 대안상세가 기둥의 하중재하능력, 변형능력, 파괴모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규모건축물에 실제 사용되

거나 또는 향후 사용될 수 있는 횡철근 대안상세의 내진성능이 검증되었다.

2. 실험계획

2.1 실험체 상세

Table 1은 정사각형 단면의 일반기둥 및 직사각형 단면의 벽기둥 실험

체의 실험변수를 보여준다. 기둥의 단면형상, 후프(또는 띠철근)의 단부 정

착상세와  간격, 압축력의 크기 등을 주요 실험변수로 고려하였다. Fig. 3과 

Fig. 4는 각각 일반기둥과 벽기둥 실험체의 단면 및 배근상세를 보여준다. 

일반기둥과 벽기둥의 단면 크기는 각각 400×400 mm 및 250×640 mm으

로 단면적이 서로 동일하고, 기둥의 순 높이는 기초 상면으로부터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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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inforcement arrangement

(b) Section type

Fig. 3. Reinforcement details of square column specimens

(a) Reinforcement arrangement (b) Section type

Fig. 4. Reinforcement details of rectangular column specimens

Table 1. Test variables of specimens

Speci-

men

Tie 

detail

s

(mm)

ρtrans

(%)
a/h Axial load Note

SAd2 A 165 0.39

3.0

(Square)

0.17 Tie detail

SBd2 B 165 0.39 0.17 Control specimen

SBd4 B 82 0.77 0.17 Tie spacing

SCd2 C 165 0.39 0.17 Tie detail

SDd2 D 165 0.39 0.10 Tie detail

SDd4 D 82 0.77 0.17 Tie spacing

REd2 E 105 0.32

4.8

(Rectangular)

0.10 Tie detail

RFd2 F 105 0.32 0.17 Control specimen

RFd3 F 70 0.48 0.17 Tie spacing

RGd2 G 105 0.32 0.17 Tie detail

RHd2 H 105 0.32 0.17 Tie detail

RHd3 H 70 0.48 0.17 Tie spacing

mm이다. 기초면으로부터 가력점까지의 순전단경간은  = 1200 mm로서 

형상비(= )는 일반기둥의 경우 3.0, 벽기둥의 경우 4.8이다. 는 횡력

을 가하는 방향의 기둥 단면치수로서 일반기둥은 400 mm이고, 단변방향

으로 가력한 벽기둥은 250 mm이다. 여기서, 벽기둥에 대해 단변방향으로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벽기둥의 장변방향에 대해서는 

벽체가 많아 횡변위 요구량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횡변위 요구량이 큰 단

변 방향 횡하중에 대해 서는 압축측 콘크리트가 손상을 받을 경우 띠철근 이

음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벽기둥의 횡철근 간격을 장변방향

을 기준으로 340 mm() 배치할 경우, 단변방향에 대해서는 횡철근 

간격이 로 단변방향에 대한 전단성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벽기둥의 가력방향과 횡철근 간격을 단변방향 기준으로 결

정하였다. 기초는 1,400×800×500 mm로 4개의 50 덕트를 매입하여 강

봉으로 실험실 바닥판과 연결하였다. 실험체 제작시 주철근은 SD500 고강

도철근을 사용하였고, 횡철근은 SD400 일반철근을 사용하였다. 일반기둥 

실험체의 경우 주철근과 횡철근으로 각각 D25 및 D13 철근을 사용하였고, 

벽기둥의 경우 주철근과 횡철근으로 각각 D22 및 D10 철근을 사용하였다. 

Fig. 3(b)는  일반기둥 실험체에 사용된 횡철근 상세 A, B, C, D를 보여

준다. 상세 A는 135° 내진갈고리를 사용한 후프 상세이고, 상세 B는 시공 

편의를 위하여 정착갈고리를 90° 갈고리로 완화시킨 대안상세이다. 상세 C

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세로서 모서리의 정착갈고리 대

신 겹침 이음한 후프상세이다. 상세 D는 90° 갈고리를 사용하여 제작한 후

프의 네 모서리에 다발철근 2D25를 배치하여 시공성을 개선한 대안상세이

다. 대안상세 B~D는 실제 소규모 건축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

공성이 개선된 대안상세로 고려되었다. 

Table 1은 각 일반기둥 실험체에 사용한 횡철근 상세와 간격을 보여준

다. SAd2는 135° 내진갈고리를 갖는 후프(상세 A)를 간격 = 165 mm (= 

/2)로 배치하였다. 대안상세 B를 사용한 SBd2와 SBd4는 횡철근의 간격

을 각각 165(= /2), 82 mm (= /4)로 사용하였다. SCd2는 대안상세 C를 

165 mm (= /2) 간격으로 적용하였고, SDd2와 SDd4는 대안상세 D를 각

각 165(= /2) 및 82 mm (= /4)로 사용하였다. 횡철근 간격이 = 165 

mm인 SAd2, SBd2, SCd2, SDd2 실험체의 경우 첫 번째 후프는 기초면으

로부터 80 mm (≈0.5) 높이에 설치하였다. 반면 횡철근 간격이 = 82 

mm인 SBd4와 SDd4의 경우 첫 번째 후프는 기초면으로부터 50 mm 높이

에 설치하였다. 횡철근 상세 A, B, D의 정착갈고리가 단면의 한 모서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위치를 번갈아 배치하였고 횡철근 상세 C의 겹침이음

부가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 띠철근 마다 180도 회전하여 배치하였다

(Fig. 3 참조). 갈고리의 단부 연장길이는 78 mm(= 6) 이상 확보하였다. 

대안상세 C의 경우 횡철근 겹침이음부의 이음길이 300 mm를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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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setup

Fig. 6. Displacement history for lateral cyclic loading

이음부에서 주근의 좌굴 및 피복 탈락에 의한 조기 부착파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크로스타이(crosstie)를 설치하였다. KBC 2009[11]에서 요구하는 

D13 횡철근의 이음길이는 300 mm보다 크지만, SCd2 실험체에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횡철근 이음길이가 300 mm이므로 이 값을 겹침이음 길이

로 적용하였다.

Fig. 4는 벽기둥 실험체에 사용된 네 종류의 횡철근 상세 E, F, G, H를 보

여준다. 상세 E는 135° 내진갈고리를 사용한 후프이고, 상세 F는 시공 편의

를 위하여 정착갈고리를 90° 갈고리로 완화시킨 대안상세이다. 상세 G는 

별도의 정착갈고리 없이 겹침 이음한 일절후프상세이고, 상세 H는  2개의 

U형 철근을 겹침 이음한 이절후프 상세로 U형 철근 단부에 90° 갈고리를 

두어 횡철근 정착·이음 성능을 개선한 대안상세이다. 대안상세 G와 H는 두

께가 얇은 벽기둥의 시공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내진 대안상

세이다. 주근의 조기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 E~H 모두에서 크로스타

이 한 개를 중앙에 단변방향으로 설치하였다. 

Table 1은 각 벽기둥 실험체에 사용한 횡철근 상세와 간격을 보여준다. 

REd2는 135° 내진갈고리를 갖는 후프(상세 E)를 간격 = 105 mm (= 

/2)로 배치하였다. 대안상세 F를 사용한 RFd2와 RFd3는 횡철근의 간격을 

각각 105(= /2), 70 mm (= /3)로 사용하였다. RGd2는 대안상세 G를 

105 mm (= /2) 간격으로 적용하였고, RHd2와 RHd3은 대안상세 H를 

각각 105(= /2) 및 70 mm (= /3)로 사용하였다. 모든 벽기둥 실험체에 

대하여 첫 번째 후프는 기초면으로부터 50 mm 높이에 설치하였다. 후프의 

갈고리 정착부는 한 모서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위치가 번갈아 배치되었

고(Fig. 3 참조) 갈고리의 단부 연장길이는 60 mm(= 6) 이상 확보하였

다. 대안상세 G와 H의 경우 횡철근 겹침이음길이는 300mm이다. 또한 대

안상세 H에서 횡철근의 90° 단부 갈고리의 연장길이는  60 mm(= 6) 이

상 확보하였다.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1]은 기둥의 최소철근비로 2.2% 이상 사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일반기둥 및 벽기둥 실험체에 사용된 

주근은 각각 8-D25(철근비 = 2.53%) 및 10-D22(철근비 = 2.42%)로 

구조지침[1]에서 규정하는 최소철근비 이상 배치하였다. 소규모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계산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근비는 실험변수로 고려되지 않

았다. 또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1]에서는 기둥의 횡철근 간격이 기둥 단

면 치수(= )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이 크지 않아 콘크리트의 전단저항 만으로도 전단에 저항할 수 있

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기둥-강보 

거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둥에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

력이 건물 거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철근비를 가정하

여 계산된 약기둥-강보 거동의 기둥 요구 전단력 min
은 만으로 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철근의 최대 수직간격으로 전단에 필요

한 간격 제한 값인 /2를 적용하였다. 

2.2 가력 및 계측 방법

Fig. 5는 횡력 반복재하 실험을 위한 셋팅을 보여준다. 기초에 4개의 

43 강봉을 설치하여 기둥실험체를 실험실 바닥에 고정하였다. 횡력에 의한 

슬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의 앞뒤에 스크류잭을 설치하였다. 유압실

린더를 기둥 상부에 설치하고, 유압 펌프를 사용하여 반복가력 내내 압축력

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따라서 기둥실험체에는 실험내내 일정한 크기의 

압축력 (= 0.10 및 0.17, 여기서 = 기둥단면의 전체 면적이고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 작용되었다. 또한 기둥의 압축력은 항상 단

면중심방향으로 작용되므로, 큰 횡변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기둥 및 벽기

둥 실험체에는 2차 효과에 의한 휨모멘트가 부가되지 않았다. 

횡력은 전기모터 방식의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여 작용시켰다. 횡방향의 

반복가력을 위한 엑츄에이터 변위이력은 ACI 374.1[12]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Fig. 6과 같이 계획하였다. 변위이력은 층간변위비 (= /)를 기준

으로 계획하였고, 첫 번째 횡변위비는 탄성범위인 = 0.25%부터 시작하였

다. 횡변위비 증가폭은 이전 재하단계 횡변위비의 1.25∼1.5배로 결정하

였고, 매 재하단계마다 3회 반복가력 하였다. 가력은 하중재하능력이 최대

하중의 20% 이하로 저하되는 시점까지 지속하였다. 

실험데이터는 로드셀, LVDT 변위계, 철근 변형률게이지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유압잭의 압축력과 엑츄에이터의 횡력은 로드셀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측하였다. 엑츄에이터의 가력 높이에는 최대 계측변위 200 

mm의 LVDT를 별도로 설치하여 횡변위 를 계측하였다. 소성힌지 구간

에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각방향으로 설치된 변위계 D1 및 D2, 수

직방향으로 설치된 변위계 V1 및 V2,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변위계 H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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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teral load-drift ratio relationships of square column specimens

Table 2. Properties of reinforcing steel bars

Type
Nominal 

Strength

Yield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Tensile 

strength

Longitudinal 

reinforcement

D22 500 MPa 566 MPa 204 GPa 678MPa

D25 500 MPa 571 MPa 200 GPa 700MPa

Transverse

reinforcement

D10 400 MPa 530 MPa 205 GPa 591MPa

D13 400 MPa 500 MPa 200 GPa 645MPa

을 사용하여 소성힌지의 휨 및 전단변형을 계측하였다. 또한 소성힌지 구간

의 주철근과 횡철근에는 별도의 철근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철근의 변

형률 변화를 계측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재료 실험결과

콘크리트 표준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φ100 × 200 mm 크기의 원

주 공시체를 제작하고 표준 양생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은 기둥 실

험과 동일한 날에 수행하였다. 6개의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은 = 32.0 MPa이었다. 이러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소규모건축

물 구조지침[1]에서 규정하는 최소 설계압축강도인 21 MPa보다 큰 값이다. 

철근의 인장 및 항복강도는  KS B 0802에 규정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기둥 실험체의 횡철근으로 사용된 SD400 D10 및 D13 철근

과 주근으로 사용된 SD500 D22 및 D25 철근에 대한 인장시험을 3회 수행

하여 얻은 평균 재료상수를 Table 2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D10 및 D13철

근의 항복강도는 =  530 및 500 MPa로 평가되었고 D22 및 D25철근의 

항복강도는 = 566 및 571 MPa로 평가되었다. 각 철근의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 는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3.2 일반기둥 실험체의 하중-변위비 관계 및 파괴양상

Fig. 7은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6개 일반기둥 실험체의 횡하중-변위비

(-) 관계를 보여준다.  최대 실험강도 를 그림에 나타냈고, 비교를 위

하여 실제 배근상세, 재료강도( 및 ), 압축력()을 고려한 단면해석으

로 계산한 예상강도 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체의 실험종료 후 

최종 파괴양상은 Fig. 8에 나타냈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진갈고리를 갖는 내진상세 A를 사용한 

기준실험체 SAd2는  = 2.0 ~ 2.5%에서 기둥 하단부에서 피복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하였고, 이후   = 3.5%의 세 번째 사이클에서 하중재하능력이 

최대강도의 76% 이하로 저하되면서 파괴되었다. Fig. 8(a)는 SAd2의 최

종 파괴양상을 보여주는데, 큰 압축력 = 0.17이 작용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소성힌지 영역에는 콘크리트 압괴와 함께 대각 전단균열이 크게 발

생하였다. 후프의 정착 갈고리를 90°로 완화시킨 비내진 대안상세 B를 사

용한 SBd2는 SAd2와 동등한 수준의 하중재하능력을 보였지만,  = 3.5%

의 첫 번째 재하사이클에서 파괴되었다(Fig. 7(b) 참조). 이는 Fig.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90° 갈고리로 매듭한 후프 정착부가 콘크리트 피복파괴

와 동시에 결속력을 잃어 후프의 횡보강 및 전단저항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하중-변위비 관계, 변형능력, 파괴모드는 겹침 이음

한 비내진 대안상세 C를 사용한 SCd2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Fig. 

7(d) 및 Fig. 8(d) 참조). 그러나 Fig. 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프의 수직

간격을 /4로 감소시킨 SBd4는 비내진 대안상세 B가 사용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변형능력이 = 5.0%로서 내진상세를 갖는  SAd2보다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Fig. 7(e)와 (f)는 90° 정착갈고리를 갖는 비내진 대안상세 B와 다발철

근 2-D25를 사용한 SDd2와 SDd4의 하중-변위비 관계를 보여준다. 횡철

근의 수직간격을 165 mm(= /2)를 사용한  SDd2의 경우 실험에 의한 최

대강도 가 예상강도 보다 근소하게 작았다. 또한 Fig. 7(a)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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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d2 (b) SBd2 (c) SBd4 (d) SCd2 (e) SDd2        (f) SDd4

Fig. 8. Failure aspects of square column specimens at the end of tests

Fig. 9. Strains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SBd4 vs SDd4

SAd2의 하중-변위비 관계와 비교할 경우, = 3.5%에서 반복된 주기곡선

에 의한 폐곡선(loop)의 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SD500 고강도 철근을 다발로 배치한 결과, 반복되는 주기거동 동안 철근

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슬립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

내진 대안상세 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SDd2의 변형능력은 SAd2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착슬립이 에너지소산능력

을 줄였지만 오히려 변형능력은 증가하였고, 둘째, 작용된 압축력의 크기가 

= 0.1로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횡철근의 수직간격을 82 mm(= /4)로 감소시킨 SDd4의 경우 SBd4와 

동일하게 변형능력이 = 7.0%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기둥의 변형능력

이 후프의 정착갈고리 상세보다는 횡철근의 간격과 양에 더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SAd2, SBd4, SDd4의 변형능력 비교). 그러나 = 

3.5%에서 반복되는 주기곡선에 의한 폐곡선의 면적이 SAd4 및 SBd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횡철근의 간격을 줄이더라도 다발철근과 콘크

리트 사이의 부착슬립이 여전히 크게 발생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특히, 

SDd4의 실험 최대강도 가 예상강도 보다 6.9% 이상 작았다. 이는 

다발철근 2-D25 주근이 90° 표준갈고리 상세로 정착된 기초에서 주철근 

정착파괴와 기초 콘크리트 전단균열(Fig. 8(f) 참조)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D25주근의 90° 표준갈고리 정착길이는 철근의 설계항

복강도인 500 MPa를 사용하여 430 mm2)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Table 2

에 나타낸 철근의 초과강도(= 571MPa)로 인하여 90° 표준갈고리의 실

제 정착길이는 490 mm로 증가되었다. 그 결과 SDd4 실험체의 기초에서 

주근의 정착파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기거동이 반복되는 동안 철근

의 인장항복강도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SD500 다발철근의 부착파괴는 주근의 변형률 계측 결과와 최종 파괴양

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다발철근을 사용한 SDd4의 

2)  



×  



× ≃ 

 90°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가 50 mm 이상인 경우 보정계수 0.7 사용

(KCI2012 8.2.5)

주근 변형률은 SBd4의 주근 변형률보다 크게 작았다. Fig. 9는 SBd4와 

SDd4에서 계측한 주근 변형률을 보여준다. Fig. 9의 주근 변형률은 각 횡

변위비에서 주기거동 내내 계측된 인장변형률 중 최대값만을 연결하여 구

한 포락곡선(envelope curve)이다. 주근의 변형률 계측 위치는 그림에 나

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변위비가 동일하더라도 다발철근을 사

용한 SDd4의 주근 변형률이 SBd4보다 현저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ig. 8(c)와 8(f)에서 보는 바와 같이 SBd4의 경우 콘크리트 압괴와 

전단균열이 소성힌지 전체 영역에서 발생한 반면, SDd4의 경우 콘크리트 

압괴가 소성힌지 하단부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부적인 콘

크리트 손상은 기초 내부에서 주근 정착파괴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소성변

형이 다발철근 정착부의 부착슬 립으로 전이되었음을 암시한다.

3.3 벽기둥 실험체의 하중-변위비 관계 및 파괴양상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6개 벽기둥 실험체의 하중-변위비(-) 관계와 

최종 파괴양상을 각각 Fig. 10과 Fig. 11에 나타냈다. Fig. 10의 와 

은 각각 실험과 해석에 의한 최대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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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teral load-drift ratio relationships of rectangular wall-column specimens

     (a) REd2 (b) RFd2 (c) RFd3 (d) RGd2 (e) RHd2        (f) RHd3

Fig. 11. Failure aspects of rectangular wall-column specimens at the end of test

135° 정착갈고리를 갖는 내진상세 E를 사용한 기준실험체 REd2는 Fig. 

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 7.0 %까지 강도저하 없이 안정적인 주기거

동을 보였다. Fig. 11(a) 는 REd2의 최종 파괴양상을 보여주는데,   = 3.5 

%에서 기둥 하단부의 콘크리트 피복이 파괴되었고,  = 7.0 %의 두 번째 

재하사이클에서 콘크리트 압괴 및 주근 좌굴이 발생하며 최종 파괴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압축력 = 0.10이 작용한 결과, 대각방향의 

전단균열도 소성힌지 영역에서 크게 발달되었다. 이와 달리 후프 정착갈고

리를 90°로 완화시킨 대안상세 F를 사용하고 압축력을  = 0.17 로 

증가시킨 RFd2의 경우,  = 5.0 %의 두 번째 재하사이클에서 콘크리트 압

괴 및 주근의 좌굴에 의하여 후프 정착갈고리가 풀리면서 횡구속력을 상실

하고 하중재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Fig. 10(b) 및 Fig. 11(b) 참조). 

그러나 RFd2의 변형능력  = 5.0 %은 비내진상세와 큰 압축력을 고려할 

때 아주 우수한 수준이다. 특히 대안상세 F를 70 mm (= /3) 간격으로 줄

인 RFd3의 경우,  = 7.0 %의 세 번째 재하사이클에서도 강도저하 없이 안

정적인 주기거동을 보였다(Fig. 10(c) 참조). 또한  = 7.0 %에서 실험이 종

료된 이후에도 후프 정착갈고리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콘크리트를 강하게 

횡구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c) 참조, RFd3는  = 7.0 %에서 안전

을 위하여 실험을 강제로 종료하였다). 이러한 RFd2와 RFd3의 실험결과

는 후프의 90° 정착상세에 의한 변형능력 저하를 횡철근의 간격을 줄임으

로써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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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ive stiffness and ductility ratio of test specimens

Specimen

Positive direction Negative direction



(kN/mm)



(kN/mm) 

 

(mm)



(mm)



(
 )



(kN/mm)



(kN/mm) 

 

(mm)



(mm)



(
 )

SAd2

SBd2

SBd4

SCd2

SDd2

24.6

36

34.7

33.6

20.7

38.5

38.5

38.5

38.5

31.2

0.64

0.94

0.90

0.87

0.66

12.36(1.03)*

9.24(0.77)

9.24(0.77)

9.48(0.79)

15.12(1.26)

50.88 (4.24)

44.04 (3.67)

61.68 (5.14)

44.04 (3.67)

77.04 (6.42)

4.1

4.8

6.7

4.6

5.1

27.7

34.7

35.3

32.8

23.1

38.5

38.5

38.5

38.5

31.2

0.72

0.90

0.92

0.85

0.74

11.64(0.97)

9.36(0.78)

8.88(0.74)

10.2(0.85)

8.4(0.7)

46.92 (3.91)

37.08 (3.09)

60.36 (5.03)

40.20 (3.35)

51.96 (4.33)

4.0

4.0

6.8

3.9

6.2

REd2

RFd2

RFd3

RGd2

RHd2

RHd3

14.4

13.8

16.2

16.8

13.6

14.6

12.2

15

15

15

15

15

1.18

0.92

1.08

1.12

0.91

0.97

13.92(1.16)

15.72(1.31)

13.92(1.16)

13.56(1.13)

17.28(1.44)

14.28(1.19)

89.04 (7.42)

59.88 (4.99)

84.00 (7.00)

83.88 (6.99)

83.76 (6.98)

83.64 (6.97)

6.4

3.8

6.0

6.2

4.8

5.9

10.8

13.3

14.7

14.4

12.5

15.8

12.2

15

15

15

15

15

0.89

0.89

0.98

0.96

0.83

1.05

19.68(1.64)

17.28(1.44)

15.72(1.31)

16.92(1.41)

18.96(1.58)

14.04(1.17)

95.16 (7.93)

61.32 (5.11)

84.72 (7.06)

78.84 (6.57)

86.28 (7.19)

85.44 (7.12)

4.8

3.5

5.4

4.7

4.6

6.1

* ( ): , Lateral drift ratio (%)

Fig. 10(d)는 겹침이음한 비내진 대안상세 G를 사용한 RGd2의 하중-

변위비 관계를 보여준다. RGd2는  = 7.0 %의 부방향 첫 번째 재하사이클

에서 횡철근의 겹침이음부가 주근의 좌굴에 의해 파괴되며 하중재하능력

이 급격히 저하되었다(Fig. 11(d) 참조). 이와 달리 U형 철근의 단부에 90° 

정착갈고리를 두어 심부 콘크리트에 매입(매입깊이 6= 60 mm)한 대안

상세 H를 사용한 RHd2와 RHd3 의 경우,   = 7.0 %의 세 번째 재하사이클

에서도 강도저하 없이 안정적인 주기거동을 보였다(Fig. 10(e) 및 10(f) 참

조). 또한 실험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심부콘크리트 파괴, 주근 좌굴, 후프의 

횡구속력 손실 등의 파괴가 발생되지 않았다(Fig. 11(e) 및 11(f) 참조, 

RHd2와 RHd3는  = 7.0 %에서 안전을 위하여 실험을 강제로 종료하였

다). 이는 시공이 편리한 대안상세 H를 사용하여 내진상세 E와 대등한 횡보

강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3.4 횡철근 대안상세의 내진성능

비내진 대안상세인 B(90°갈고리 후프), C(겹침이음 후프+크로스타이), 

D(90°갈고리 후프+다발철근)가 d/2간격으로 배근된 일반기둥 실험체들

은 횡변위비 2.5~3.5% 까지 하중재하능력을 유지하는 중간 수준의 연성을 

보였다. 비록 대안상세 B~D의 내진성능(변형능력, 에너지소산능력 등)은 

KBC 2009에서 허용하는 내진상세 A가 사용된 SAd2의 내진성능에 미치

지 못하였지만, 중간모멘트골조 이하의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국내 소규모

건축물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안상세 B는 횡철근 간격을 

d/4로 줄일 경우 횡변위비 5.0% 이상의 매우 우수한 변형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KBC 2009는 내진설계시 주철근의 공칭항복강도가 400 MPa보

다 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진상세 A와 대안상세 B~D는 모두 주철근의 

공칭항복강도가 500MPa인 기둥에서도 콘크리트 횡보강 및 연성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안상세 B~D의 경우 콘크리트 피복파

괴 이후 정착부 이완으로 인하여 후프의 횡구속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부

착파괴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강도 다발철근을 주근으로 사용한 기둥

에서는 대안상세 B~D의 적용 시 부착 및 정착파괴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안상세 F(90°갈고리 후프), G(겹침이음된 일절후프), H(U형 철근을 

겹침이음한 이절후프)가 사용된 벽기둥 실험체는 횡변위비 3.5% 이상의  

변형능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시공성을 크게 개선한 대안상세 H는 횡변위

비 7.0%까지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대안상세 F~H의 내진성능

은 공칭항복강도 500 MPa의 고강도철근에 대해서도 유효하였다. 그러나 

벽기둥에 사용된 횡철근 대안상세의 내진성능은 휨압축이 지배적인 약축 

방향에 대한 것이다. 강축 방향으로 횡력이 작용할 경우 작은 전단경간비로 

인하여 전단이 지배적일 수 있으므로, 대안상세가 사용된 벽기둥의 강축방

향 전단 및 내진성능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험검증이 필요하다. 

4. 횡철근 상세에 따른 기둥의 비선형 모델링

이 연구에서 고려된 횡철근 대안상세들은 구조계산을 하지 않는 1~2층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비내진상세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내진상세가 사용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

성, 하중-변위 관계 등 비내진 상세가 사용된 부재의 거동 특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건축물의 내진평가/보강 지침인 

ASCE 41-13[13]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기둥 및 벽기둥 실험체

의 유효탄성계수와 비선형 모델링 변수를 분석하였다.

4.1 유효탄성강성

일반기둥 및 벽기둥 실험체에 대하여 유효탄성강성()을 산정하였다. 

Park[14], Elwood and Moehle[15], Elwood and Eberhard[16]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유효탄성강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이 연

구에서는 ASCE 41-13[13]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ASCE 41-13에 의

하면, 기둥 실험체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 상에서 원점과 항복강도 

의 60%에 해당하는 점을 잇는 할선의 기울기를 유효탄성강성으로 정의

한다. 하지만 실험데이터가 없는 경우 유효탄성강성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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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onlinear modeling parameters of test specimens

Specimen


(kN)



(kN) 


Tie detail Conditions

s

(mm)


(%)

Axial load





′

 Modeling parameter

a b c

SAd2

SBd2

SBd4

SCd2

SDd2

449

449

728

449

424

312

312

312

312

322

0.69

0.69

0.43

0.69

0.69

135°

90°

90°

Lap splice

90°

ⅱ

ⅱ

ⅱ

ⅲ

ⅱ

165

165

82

165

165

0.39

0.39

0.77

0.39

0.39

0.17′

0.17′

0.17′

0.17′

0.10′

0.41

0.41

0.41

0.41

0.42

0.0182

0.0182

0.0249

0

0.0201

0.0354

0.0354

0.0528

0.0346

0.0402

0.172

0.172

0.172

0

0.2

REd2

RFd2

RFd3

RGd2

RHd2

RHd3

317

332

445

332

332

445

199

218

218

218

218

218

0.63

0.66

0.49

0.66

0.66

0.49

135°

90°

90°

Lap splice

U-bar

U-bar

ⅱ

ⅱ

ⅱ

ⅲ

ⅲ

ⅱ

105

105

70

105

105

70

0.32

0.32

0.48

0.32

0.32

0.48

0.10′

0.17′

0.17′

0.17′

0.17′

0.17′

0.26

0.29

0.29

0.29

0.29

0.29

0.0216

0.0189

0.0240

0

0

0

0.035

0.031

0.044

0.029

0.029

0.042

0.2

0.172

0.172

0

0

0

Table 4. Condition according to transverse reinforcement details

Shear Capacity Ratio
135-Degree 

Hooks

90-Degree 

Hooks

Other (Lap-spliced 

transverse 

reinforcement)


 ≤ ⅰ ⅱ ⅱ


 ≤ ⅱ ⅱ ⅲ




 ⅲ ⅲ ⅲ














  for










  for ≤



≤


  for





     (1)

여기서,  = 콘크리트 탄성계수(= 8,500  ), = 콘크리트 평균 압

축강도 ,  = 기둥 전체 단면적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 켄틸레버 기둥 

실험체의 전단경간( = 1,200 mm)이다. 식(1)은 기둥 단면의 휨강성이 아

닌 켄틸레버 기둥 부재의 휨강성이다. 

Table 3은 실험으로 구한 와 ASCE41-13에 제안된 공칭값인  

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주근의 정착파괴로 인하여 하중재하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일반기둥 SDd4 실험체는 강성 Table 3의 강성비교에서 배

제하였다. 공칭값 대비 실험에 의한 유효탄성계수의 비율(= 
)은 

일반기둥 실험체(형상비 / = 3.0)의 경우 0.64∼0.94이었고 벽기둥 실

험체(형상비 / = 4.8)의 경우 0.83∼1.18로 평가되었다. 형상비가 3.0

으로 전단변형을 무시할 수 없는 일반기둥 실험체의 경우, 실험에 의한 

가 평균적으로 공칭값인 의 81%에 불과하였다. 이와 달리 형상비가 

4.8로 휨지배 거동을 보이는 벽기둥 실험체의 경우 의 평균이 

98%로 오차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횡

철근상세에 대하여 제안된 ASCE 41-13의 유효탄성강성 평가방법은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일반기둥 및 벽기둥의 횡철근 대안상세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비선형 모델링 변수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각 부재들의 비선형 하중-변위 곡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ASCE41-13[13]에서는 비선형 모델링 변수를 통해 각 부재

들의 일반화된 하중-변위곡선을 제시하고 있다. 비선형 모델링 변수 산정방

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횡철근 상세와 파괴양상(휨, 휨-전단, 전단파괴)에 따라 Table 4와 

같이 파괴유형(Condition)을 분류한다. 파괴유형은 공칭전단강도와 휨 

항복시 요구전단력의 비로부터 결정된다. 여기서 공칭전단강도는 

아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









                        (2)

여기서, M/(Vd) = 모멘트와 전단력의 최대 비율에 유효 폭을 나눈 값으로 

최소 2이상, 최대 4이상 값을 사용하고, d = 유효 폭(≈ 0.8h), = 기둥의 

전단면적이다. 

다음으로 실험체 별 파괴유형이 결정되면 축력비, 전단철근비, 설계전

단력을 통해 ASCE41-13의 Table 10-8에 따라 비선형 모델링 변수를 산정

한다(Fig. 12(a) 참조). 비선형 모델링 변수 ‘a’는 최대하중의 80%까지 강

도가 감소하였을 때의 소성회전각으로 산정되며, 변수 ‘b’는 축력파괴가 발

생하는 지점으로 ‘a’보가 크거나 같게 제시된다. 축력이 크거나

(≥) 전단철근비가 작은 경우(≤ )는 횡력에 의한 취성

적인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a와 b를 동일한 값으로 제시한다. 변수 ‘c’는 하

중 저항능력이 급격히 감소한 뒤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대하중의 비율이다.  

Fig. 12(b)와 (c)는 각각 ASCE 41-13의 방법으로 구한 정사각형 단면

의 일반기둥 실험체와 직사각형 단면의 벽기둥 실험체의 하중-횡변위비 관

계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은 Table 3에 

계산된 공칭값  를 사용하였다.  대안상세별 ASCE 41-13에 의한 기둥

실험체의 최대변형의 결정과정은 Table 4와 5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135° 

갈고리를 사용한 내진 후프상세 A, E와 90° 갈고리를 사용한 대안상세 B, 

D, F의 경우, ASCE 41-13에 규정된 파괴유형 ii에 해당하는 최대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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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ized force-deformation relation

(b) Square column

(c) Rectangular column

Fig. 12. Comparison of backbone curves specified in ASCE41-13 and test results 

결정되었다. 반면 겹침이음된 후프를 사용한 대안상세 C, H, G는 파괴유형 

iii에 해당하는 최대변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횡철근을 d/3 간격으로 배치

한 RH3d은 Vp/Vo가 감소하여 파괴유형 ii로 구분되었다. Fig. 1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기둥의 경우 ASCE 41-13의 방법이 초기강성을 크게 

평가하였지만 최대변형은 실험값보다 작아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벽기

둥의 경우(Fig. 12(c) 참조), ASCE 41-13으로 평가한 초기강성이 실험결

과와 잘 일치하였지만 최대변형은 실험값보다 상당히 작았다. 특히 겹침이

음한 후프를 사용한 대안상세를 사용한 RGd2, RHd2, RHd3 실험체에서 

최대변형의 저평가가 두드러졌다.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CE 41-13에 제시된 방법은 대안상세를 사

용한 일반기둥 및 벽기둥 실험체의 비선형 하중-변위 관계를 대체로 합리적으

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겹침이음된 후프가 대안상세로 사용된 기둥 실험체(SCd2, RGd2, 

RHd2, RHd3)들은 90°갈고리를 갖는 후프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보

다 우수한 변형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ASCE 41-13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기둥의 변형능력을 평가할 때, 겹침이음된 대안상세는  90°

갈고리 후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횡철근 대안상세

에 대한 완화된 ASCE 41-13 규정 적용은 기둥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0.17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 형상비가 3.0이하로 일반기둥의 초기강성을 과대평가하는 한계를 보

였다. 또한 형상비가 4.8로서 휨지배거동을 보인 벽기둥의 최대변형

을 지나치게 저평가하였다. 이는 기둥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평가

시 형상비의 영향을 직접 고려해야 함을 가리킨다.

5. 결 론

횡철근 대안상세를 갖는 소규모 건축물 기둥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이 연구에서는 횡철근 대안상세와 기둥 단면형상을 설계변수로 고려

한 횡력반복재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횡철근 상세가 기둥의 

파괴모드 및 변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또한 ASCE 41-13에 

의하여 예측된 유효강성과 비선형 하중-변위 관계는 실험결과와 비교되었

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사각형 단면의 일반기둥은 형상비가 3.0으로 휨 항복 이후 변위비 2.5 

~ 5.0%에서 소성힌지의 전단균열이 커지며 파괴되었다. 90°갈고리 대

안상세와 겹침이음 대안상세가 d/2간격으로 배치된 기둥실험체는 횡변

위비 2.5~3.5%의 변형능력을 보였다. 90°갈고리 대안상세가 d/4간격

으로 사용된 기둥은 완화된 후프 정착상세에도 불구하고 횡변위비 

5.0%의 우수한 변형능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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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사각형 단면의 벽기둥은 휨 항복 이후 연성거동을 보이며 횡변위비 

5.0~7.0%이상의 변형능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U형 철근을 겹침이음

한 이절후프 대안상세는 135°갈고리 일절후프와 동등한 변형능력을 보

였다. 횡철근 대안상세의 우수한 변형능력은 약축 방향으로 가력한 결

과 벽기둥이 형상비 4.8의 휨지배 거동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고강도 SD500 철근과 완화된 대안 띠철근 상세를 함께 사용할 경우 요

구 전단력 증가와 갈고리 풀림 현상으로 기둥 변형능력 확보의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띠철근 간격을 d/2이

하로 배근하였을 때 최소 3.5% 변위비를 나타냈고, 벽기둥은 모두 

5.0% 변위비 이상의 변형능력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띠철근 간격을 

d/2이하로 배근한 경우 고강도 SD500 철근과 대안 띠철근 상세를 함께 

사용하여도 충분한 변형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4) 띠철근 상세에 관한 실험결과와 시공성을 고려하면, 현행 소규모 건축

물 구조지침에 나와 있는 90° 갈고리 상세가 가장 적절한 상세로 판단된

다. 겹침 이음상세 역시 충분한 변형능력을 보였지만, 이음길이를 300 

mm 이상 충분히 확보하였을 경우에 한하였다. U형 철근을 겹침 이음한 

상세는 시공성은 뛰어나지만 콘크리트 피복 탈락이후 띠철근이 쉽게 풀

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U형 bar 끝 부분에 최소 6db이상의 90도 단부 갈

고리 정착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5) 정사각형 단면의 일반기둥의 경우(형상비 3.0), 실험에 의한 초기강성

이 ASCE 41-13에 따라 계산된 유효강성의 0.64 ~ 0.94로 나타났다. 반

면 벽기둥의 경우(형상비 4.8) 강성 비가 0.83 ~ 1.18로  ASCE 41-13

의 유효강성이 실제 강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CE 41-13의 유효강성이 휨변형을 기반으로 제안된 값으로, 전단변

형이 작지 않은 일반기둥의 항복변형을 과소 평가하기 때문이다. 

6) 실험과 ASCE 41-13으로 계산한 실험체별 하중-변위 관계를 비교한 결

과, 모든 실험체에서 최대변형이 보수적으로 예측되었다. 겹침이음된 

후프 대안상세의 경우, 휨 항복 이후 소성거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ASCE 41-13의 하중-변위 관계는  횡변위비 3.5~7%의 우수한 변형능

력을 보인 기둥 실험체의 실제 거동과 크게 달랐다.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시 약한 비탄성변형이 발생되므로, 자칫 

과도할 수 있는 KBC 2009의 횡철근 상세규정을 완화하여 시공성과 경제

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완화된 대안상세를 사용하더라도 기둥

의 변형능력이 횡변위비 2.5%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변형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기둥단면을 사용하

는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지진시 약기둥-강보 거동이 나타나고 기둥에 작용

하는 전단력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기둥의 횡철근 간격은 최소 전단저항

을 확보하기 위한 간격제한( ≤ 
min

)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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