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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력벽시스템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RC) 전단벽은 높은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 고층 건물에 널리 쓰인다. RC 전단벽에는 

적어도 1개의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독립된 RC 전단벽을 

연계시킨 구조부재를 연결보 (Coupling beam)라고 한다. 내력벽시스템에 

지진하중이나 풍하중과 같은 횡력이 작용하면 전단벽에 작용하여야 할 많

은 양의 에너지를 연결보가 대신 소산시켜줌으로서 전단벽의 손상을 방지

하는 퓨즈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결보는 충분한 강도, 강성, 연성도, 그리고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독립된 RC 전단벽이 일반적인 보와 동일한 철근상세를 가지는 연결보 

(RC coupling beams with conventional beam reinforcement; 이하 기존 

연결보)로 연계된 내력벽 시스템에 지진하중이 작용하면, RC 전단벽과 연결

보의 접합면에서 심한 대각균열과 미끄러짐 전단파괴 (Sliding shear failure)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결보가 전단벽보다 조기에 파괴되었기 때

문에 내력벽 시스템의 내진성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

Paulay and Binney [3]는 이와 같은 기존 연결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해 대각보강된 RC 연결보 (RC coupling beams with diagonal reinforce-

ments)를 개발하였다. 기존 연결보에 비해 대각보강된 연결보가 우수한 강

도, 강성, 연성도 그리고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이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한 실험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4-11].

1994년 미국 노스리지 지진 이후 구조물의 내진설계 방법에 대한 패러

다임 변화로 성능기반 내진설계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기존 건물 및 신축 건물의 성능기반 내진설

계가 개발되어 국토해양부 [12]과 ASCE41 [13]에 소개된 바 있다. 주어진 

지진력에 대해 건물이 저항할 수 있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ASCE 7 

[14]이나 건축구조기준 [15]과 같은 기존 설계기준과는 달리, 성능기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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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Diagonally reinforced concrete coupling beams (DRCBs) have been widely adopted in reinforced concrete (RC) bearing wall systems. 

DRCBs are known to act as a fuse element dissipating most of seismic energies imparted to the bearing wall systems during earthquakes. 

Despite such importance of DRCBs, the damage estimation of such components and the corresponding consequences within the 

knowledge of performance based seismic design framework is not well understood. In this paper, drift-based fragility functions are 

developed for in-plane loaded DRCBs. Fragility functions are developed to predict the damage and to decide the repair method required 

for DRCBs subjected to earthquake loading. Thirty-seven experimental results are collected from seventeen published literatures for this 

effort. Drift-based fragility functions are developed for four damage states of DRCBs subjected to cyclic and monotonic loading associated 

with minor cracking, severe cracking, onset of strength loss, and significant strength loss. Damage states are defined in a consistent 

manner.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are fit to the empirical data and evaluated using standard statis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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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계는 지진하중에 의한 건물의 손상이 지정된 수준의 성능 (Performance 

objective; 성능목표)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적극 활용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기의 지진하중을 겪은 건물의 구조부재 (또는 비구

조부재)에서 발생한 손상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취약도 함수 (Fragility 

function)가 필요하다 [16-18].

취약도 함수는 층간변위비 (Inter-story drift ratio)나 층가속도등의 공

학요구 매개변수 (Engineering demand parameters; EDP)에 따라 구조부

재 (또는 비구조부재)가 특정 손상수준 (Damage state)에 도달하거나 넘어

설 확률을 누적분포함수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취약도 함수는 슬래브-기둥 

접합부 [19, 20], 중심가새골조 [21], 그리고 RBS (Reduced beam section) 

철골모멘트접합부[22]등의 구조부재를 비롯하여 비구조부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하지만 내력벽시스템의 강도 및 에너지 소산량 증

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구조부재인 대각보강된 RC 연결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Naish et al. [23]이 변위비 (Drift 

ratio)에 대한 대각보강 연결보의 취약도 함수를 제안하였으나, 사용된 실

험체의 개수가 15개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연결보에 비해 내력벽시스템의 내진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진 대각보강 RC연결보의 취약도 함수를 개

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자들이 대각보강된 RC연

결보에 대해 수행한 실험적 연구를 수집한다; (2) 수집된 실험체의 하중-변

위응답을 토대로 손상수준을 정의한다; (3) 최종적으로 손상수준에 따른 대

각보강 연결보의 변위비기반 취약도 함수를 개발한다.

2. 현행 구조기준상의 대각보강된 연결보 배근 상세 

요약

국내 (KCI [24]의 21.6.7절) 및 해외 콘크리트구조기준 (ACI 318 [25]

의 18.10.7.2절)을 따라 설계된 연결보가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한 상

세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세장비 (
)가 2.0 미만이며 연결보

에 작용하는 최대전단력 ( )이   보다 크거나 같은 연결보는 

중앙에 대하여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한 상세로 설계하여야 한

다. 여기서 은 연결보의 길이 (mm), 는 연결보 단면의 높이 (mm), 

는 연결보에 작용하는 최대전단력 (kN), 는 연결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는 연결보의 단면적 (mm2)이다. (2) 세장비 
 ≥ 

4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와 동일한 배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장비가 2 

≤ 
 ≤ 4인 경우에는 경간 중앙에 대하여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을 

배근하거나 일반적인 보와 동일한 배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명시된 대각보강된 RC연결보의 배근

상세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상세 : 연결보의 각 대각철근 그룹은 4개 이상의 철근으로 배근

하고 대각철근의 좌굴 방지를 위해 대각철근 그룹을 횡철근으로 직접 둘러

싸서 배근한다 (Fig. 1a). 보의 둘레에는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횡철근이 배근된다. 이때 횡철근간의 간격은 350 mm를 넘어서

지 않아야 한다. 연결보의 종방향에 대한 횡방향 또는 평행 철근 간격은 각 

방향으로 철근의 면적이 0.002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은 300 mm를 넘

을 수 없다. 여기서 는 연결보 단면의 폭 (mm), 는 연결보의 축방향에 따

라 측정한 횡방향 철근의 간격 (mm)이다. 첫 번째 상세를 따라 대각보강된 

연결보의 내진성능 우수성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대각선 다발

철근의 배근이 매우 복잡하여 연결보의 중앙부에서 교차하는 철근들의 간

섭으로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다 [6], [26], [27].

두 번째 상세 : 대각선 다발철근을 둘러싸는 횡철근으로 인한 시공성 저

하를 완화하고자 제안된 두 번째 상세 (Fig. 1b)는 ACI 318 [28]에서 처음

으로 제안되었다. 이 상세의 경우 대각선 다발철근을 직접접으로 둘러싸는 

횡철근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연결보의 주변을 둘러싸는 횡철근의 간격이 

150 mm와 대각선 다발철근 지름의 6배 중에서 작은 값을 넘을 수 없다.

3.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대각보강된 연결보의 취약도 함수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자들이 대각보

강된 연결보에 대해 수행한 실험 결과를 수집하였다. 1996년부터 2018년

까지 출판된 18개의 문헌에서 37개의 하중-변위 응답을 수집하였다.

부록의 Table A에는 수집된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의 단면폭 (), 단

면높이 (), 세장비 (
), 대각선 다발철근과 연결보의 길이방향 축 사이

의 각도 (), 연결보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의 항복강도 

( ), 최대전단내력 ( ), 그리고 최대전단응력 (max )이 요약되어 있다. 

또한 KCI [24]의 21.6.7절 및 ACI 318 [25]의 18.10.7.2절을 만족하는 실

(a) The first confinement option (Option 1) (b) The second confinement option (Option 2)

Fig. 1. Reinforcement details specified in current desig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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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는 C, 그렇지 않은 실험체는 NC로 표기하였다.

37개의 실험결과 중에서 2개의 실험체 (P05와 P10)만 단조가력 (Mono-

tonic loading)하에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35개의 실험체는 반복가

력 (Reversed cyclic loading)에 대해 실험이 수행되었다. 수집된 37개 실

험체의 매개변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0 ≤  (mm) ≤ 305

300 ≤  (mm) ≤ 880

500 ≤   (mm) ≤ 1524

1.0 ≤ 
 ≤ 3.5

8.0 ≤  (°) ≤ 38.7 

170 ≤   (kN) ≤ 1444

2.3 ≤ max  (MPa) ≤ 11.6

4. 손상수준 (Damage state)의 정의

앞서 설명하였듯이, 구조부재의 손상은 다양한 공학요구 매개변수에 대

해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하중으로 인한 건물 (또는 구조부재)의 

손상은 변위비에 대해 표현되고 있다 [12], [13], [2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기존 성능기반 내진설계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위비를 주

요 공학요구 매개변수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하중으로 인한 연결보의 손상발전 (Damage evolution)

과 그에 해당하는 취약도 함수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손상수

준을 결정하였다: (1) 손상수준 1 ( ): 경미한 균열 (강성 저감), (2) 손상

수준 2 ( ) 심각한 균열 (연결보의 항복), (3) 손상수준 3 (): 내력저

하 직전 (최대내력 도달), (4) 손상수준 4 ( ): 강도 손실 (파괴).

실제 지진하중을 겪은 내력벽시스템의 연결보는 4가지를 초과하는 손

상수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자세하고 다양한 손상수준을 정의

하면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에 드는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실험 자료는 특정 손상수준이 관측된 변위비

를 명확히 기록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손상수준이 다양해진 

만큼 그에 해당하는 보수 및 보강방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가

지 손상수준만 고려하였다. 또한 특정 손상수준이 명확하게 기록된 실험체

와 그렇지 않은 실험체간의 손상수준을 정의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손상수준은 실험체의 이상화된 뼈대곡선 (Idealized backbone 

curve)으로부터 결정하였다.

이상화된 뼈대곡선은 FEMA P-440A [30]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건설되었으며 (Fig. 2a)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

답으로 부터 포락곡선 (Cyclic envelope)을 추출한다. 포락곡선은 일반적

으로 실험체 하중-변위 응답의 사이클별 최대변위 지점을 이어서 그릴 수 

있다. (2) 이상화된 뼈대곡선의 항복하중 를 가정한다. (3) 0.6와 실험

체의 포락곡선이 만나는 지점과 원점을 잇는 직선을 까지 연장하였을 때

의 변위비를 항복변위비 ( )로 결정한다. (4) 실험체의 내력이 최대에 도달

하는 지점을 ( ,  )로 결정한다. (5) 이상화된 뼈대곡선과 포락곡선의 원

점부터 ( ,  )까지 면적 오차가 1% 이내인지 확인한다. 만약 두 면적간

의 차이가 1%보다 클 경우 를 다시 가정한다.

위의 절차를 따라 결정된 이상화된 뼈대곡선으로부터 변위비 ()에 대

한 손상수준을 정의하였다 (Fig. 1a). 참고를 위해 ASCE 41 [13]에 명시된 대

각보강된 연결보의 비선형 모델 매개변수 (Nonlinear modeling parameters)

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4가지 손상수준에 해당하는 37개 실험체의 변위

비는 부록의 Table B에 정리하였다. 손상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대각

보강연결보 실험체에 대해서는 변위비 ()를 기입하지 않았다.

일정 손상수준에 도달한 변위비의 분포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각각의 

손상수준 ( ,    , 그리고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 손상수준 1 (

): 경미한 균열 (강성 저감)

지정된 성능목표에 대한 대상 건물의 잠재적인 손상, 금전적 손실과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한 FEMA P-58-1 [29]에서는 

(a) Observed damage states (b) ASCE 41 model parameters

Fig. 2. Observed damage states and ASCE 41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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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구조부재에서 미세한 균열 (Hairline crack)이 발생하는 시점을 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미세한 균열이란, 폭이 0.3 mm를 넘지 않으며 RC 구

조부재로부터 2000 mm 떨어진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균열 

[19]을 의미한다. 손상수준 에 도달하는 하중이 실험체로부터 제거된 

이후에는 영구변형 없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참고로 손상수준 

을 겪은 RC 연결보는 특별히 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손상을 

보수를 수행할 경우, 표면의 미세한 균열을 감춰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31].

대각보강된 연결보의 실험적 연구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명시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달시의 변위

비가 명시된 실험체와 그렇지 않은 실험체간의 변위비 결정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원점과 실험체의 포락곡선상의 한 점을 이은 할선강성 (Secant 

stiffness)이 초기강성에 비해 30%저하된 지점을 로 결정하였다. 단, 

일 때의 변위비는 이상화된 뼈대곡선상의 항복변위비 ( )보다 작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변위비는 37개의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 중에

서 7개에 불과했다 (부록 Table B). 에 해당하는 변위비는 0.1% 부터 

1.4%에 해당했다 (Fig. 3).

4.2 순상수준 2 (

): 심각한 균열 (연결보의 항복)

손상수준 2 ()는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항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실험체가 에 도달한 이후에는 

실험체에 가해진 하중을 완전히 제거하여도 영구변형이 남게 되므로 약간

의 구조부재 재정렬 (Realignment)이 필요하다. 참고로 에 도달한 구

조부재는 균열에 에폭시를 주입해서 보수할 수 있다 FEMA P-58-1 [29]. 

는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의 이상화된 뼈대곡선상의 항복변위 ( )

로 결정하였다 (Fig. 2a). 본 연구에서 수집된 실험체들이 에 도달하였

을 때의 변위비는 0.2% 부터 2.2%에 달했다 (Fig. 3).

4.3 손상수준 3 (

): 내력저하 직전 (최대전단내력, 


)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는 최대내력 ( )에 도달한 이후 내력이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답이 최대내력에 도달하는 시점을 으로 결정하였다 (Fig. 2a). 

에 해당하는 변위비는 0.7 부터 6.0%까지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Fig. 3). 

참고로 에 도달한 구조부재의 경우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에폭시를 주

입, 탈락된 콘크리트 피복의 보수, 그리고 심한 잔류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구조부재 위치 재정렬이 필요하다. 

4.4 손상수준 4 (

): 내력손실 (또는 파괴)

손상수준 4 ()는 구조부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하중-변위 응

답에서 심각한 내력과 강성저하가 보이는 시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

조부재가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외력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붕괴 또는 

파괴). 이와같은 현상의 원인은 콘크리트의 압괴, 피복탈락, 대각방향으로 

배치된 철근의 좌굴이 원인이 될 수 있다 [32, 33]. 에 도달한 구조부재

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구조부재로 교체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리비용이 필

요하다 FEMA P-58-1 [29]. 이 상태는 ASCE 41 [13] (또는 국토해양부 

[12])에서 제시하는 붕괴방지 (Collapse prevention; CP) 수준의 성능과 

유사하다 [7]. 본 연구에서는 실험체의 포락곡선 상에서 전단내력이 20%

만큼 저하될 때의 변위비를 로 결정하였다. 37개의 연결보 실험체 중에

서 16개 실험체만 20%내력저하를 겪었으며, 나머지 실험체들은 20%내력

저하가 발생하기 전에 지나치게 급격한 내력저하가 발생하여 실험이 중단

되었다.   도달시의 변위비는 1.2% 부터 11.0%까지 나타났다 (Fig. 3).

5. 변위비 기반 취약도 함수 개발

이전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취약도 함수는 공학요구 매개변수에 따라 구

조부재 (또는 비구조부재)가 특정 손상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변위비에서 대각보강된 연결보가 일정 

손상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확률을 누적분포함수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식 (1)과 같이 해당 손상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선 변위비 ()가 주

어진 변위비 (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변위

Fig. 3. Distribution of observed drift ratios () associated with individual damag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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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번째 변위비, 은 특정 손상수준에 도

달한 실험체의 개수, 는 1부터 까지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의 경

우 은 7이다 (부록 Table B).

≦  



(1)

식 (1)을 이용한 경험누적분포함수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Fig. 4에서 푸른색 산점도 (Scatter plot)로 나타내었다. 대수

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는 한쪽으로 편향된 분포를 보인다. 이

와 같은 대수정규분포의 특성은 변위비나 강도와 같은 구조공학적 변수들

의 분포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

정 손상수준에서 관측된 변위비가 식 (2)와 같은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
 

ln

ln
ln  (2)

여기서 ≧
 는 구조부재가 특정 변위비 ()에 도달하였을 때 특

정 손상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을 조건부확률, 는 누적정규분포함수, ln

와 ln는 각각 자연대수 (Natural log)를 취한 변위비 (ln)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최대공산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거

한 ln와 ln의 계산방법은 각각 식 (3)과 (4)에 제시되어 있다.


ln





  



ln (3)

(a)  (b) 

(c)  (d) 

Fig. 4. Fragility curves for individual damage states with empirical CDF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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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4)

식 (3)과 (4)를 통해 일정 손상수준에 도달한 변위비의 ln와 ln를 계

산하고, 이 값들을 식 (2)에 대입하면 손상수준별 취약도 곡선을 계산할 수 

있다 (Fig. 4).

Fig. 4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진 취약도 곡선은 일정 손상수준에 해

당하는 변위비 값들이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것이

다. 실제로 변위비 값들이 대수정규분포를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K–S) 검정을 수행하였다. K–S 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미지의 확률분

포의 신뢰한계를 구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5% 유의

수준에 대해 K–S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Fig. 4에서 붉은색 파선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손상수준에 대해 K–S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보아, 경험

누적분포함수가 대수누적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최대공산추정을 통해 계산된 ln와 ln은 Table 1에 요약되어있다. 

손상수준이 증가할수록 ln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

부재에 가해지는 변위비가 증가할수록 구조부재에 누적되는 손상도 심해

지므로 손상수준이 증가할수록 ln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타당

하다. 

의 경우 가장 작은 변위비 표준편차 (ln )를 보이지만, 이는 이 

관측된 표본의 숫자가 7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을 제외하면 부터 에 이르기까지 변위비 표

준편차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와 은 3.4배, 과 

는 1.8배만큼 변위비 표준편차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손상수준이 증가

할수록 변위비만을 이용한 취약도 함수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변위비 표준편차 (ln )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및 

가 반복가력을 통해 얻어진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답으로부터 결정되

었기 때문이다.   (최대전단내력)과   (최대전단내력이 80% 저하된 

지점)는 RC 실험체에 가해진 변위이력 (Displacement history)에 따라 변

화한다 [34].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실험체라 하더라도 변위진폭을 2번 반복

한 경우와 3번 반복한 경우는 최대내력지점과 내력저하의 급격함이 달라질 

수 있다. 손상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변위비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은 

[19]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실험체마다 사용된 재료강도, 철근상세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

실성, (2) 제한적인 수의 실험체로부터 손상수준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발생

하는 불확실성, (3) 손상수준이 실험체의 각 가력사이클의 최대 변위 도달시

에 관측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취약도 함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내력벽시스템에 작용하는 지진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각

보강된 RC 연결보의 취약도 곡선을 개발하였다. 성능기반 내진설계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대각보강된 연결보에 가해진 변위비에 따른 취약도 곡선을 

4개의 손상수준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37개의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의 하중-변위 응답을 수집하였다. 고려된 4개의 손상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수준 1 (): 경미한 균열 (강성 저감), (2) 손상수준 2 (): 

심각한 균열 (연결보 항복), (3) 손상수준 3 (): 내력저하 직전, (4) 손상

수준 4 ( ): 강도손실 (파괴).

4개의 손상수준에 도달할 때의 변위비를 바탕으로 경험누적분포함수를 

도출하였다. 변위비 값들이 대수누적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평균

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변위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최대공산추정을 

이용하여 4개의 손상수준에 대해 각각 계산되었다. 특정 손상수준에서의 

변위비 값들이 실제로 대수누적정규분포를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K–

S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취약도 곡선이 95% 신뢰도 구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대공산추정을 통해 계산된 평균의 경우, 손상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각보강된 연결보에 가해지는 변위비가 커질수록 연결보에서 발

생하는 손상 (균열, 피복탈락, 압괴, 철근의 좌굴 등)이 더 심하게 누적되므

로 이는 자명한 결과이다.

최대공산추정을 통해 계산된 표준편차 또한 평균과 마찬가지로 손상수

준과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의 표준편차는 보다 3.4배, 의 표

준편차는 보다 1.8배만큼 증가하였다. 이것은 손상수준이 증가할수록 

변위비만을 이용한 취약도 함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경향은 대각보강된 연결보 실험체에 가해진 변위이력이 실험체별

로 상이해서 생긴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취

약도 함수를 개발하여 성능기반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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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

Table A. Properties of DRCB specimens from published literatures

No. Specimen
Confinement 

option



(mm)



(mm)



(mm)





()


(MPa)


(MPa)



(kN)

Kanakubo et al. [35]

1 NX7LB ††NC–O2 240 350 980 2.8 12.9 38.1 528 365

Ishikawa and Kimura [36]

2 1 NC–O2 300 450 800 1.8 17.5 42.2 523 483

3 2 NC–O2 300 450 800 1.8 17.5 45.9 523 662

4 5 NC–O2 300 450 800 1.8 17.5 26.8 523 610

5 6 NC–O2 300 450 800 1.8 17.5 51.2 523 743

6 7 NC–O2 300 450 800 1.8 17.5 51.7 523 707

7 8 NC–O2 300 450 800 1.8 17.6 45.3 387 564

8 9 NC–O2 300 450 800 1.8 17.6 45.8 724 841

9 10 NC–O2 300 450 1125 2.5 12.7 51.7 724 671

Tassios et al. [4]

10 CB-2A ††NC–O1 130 500 500 1.0 24.0 28.5 504 283

11 CB-2B NC–O1 130 300 500 1.7 28.8 26.3 504 170

Galano and Vignoli [5]

12 P05 NC–O2 150 400 600 1.5 28.5 39.9 567 239

13 P07 NC–O2 150 400 600 1.5 28.5 54.0 567 238

14 P10 NC–O1 150 400 600 1.5 28.5 46.8 567 241

15 P12 NC–O1 150 400 600 1.5 28.5 41.6 567 240

Gonzalez [37]

16 K NC–O1 305 445 1220 2.7 19.0 35.6 464 900

Kwan and Zhao [38]

17 CCB11 NC–O1 120 600 700 1.2 38.7 44.9 517 346

Dugas [39]

18 D30 NC–O1 300 880 1000 1.1 30.0 32.8 456 619

Shimazaki [40]

19 N1 NC–O2 200 400 1000 2.5 19.3 54.0 476 346

20 N2 NC–O2 200 400 1000 2.5 19.3 51.0 459 403

Canbolat et al. [26]

21 Specimen1 †C–O1 200 600 600 1.0 35.0 41.0 450 470

Fortney et al. [6]

22 DCB-1 NC–O1 254 356 914 2.6 13.0 37.6 431 594

23 DCB-2 NC–O1 254 356 914 2.6 13.0 53.3 477 411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41]

24 CON NC–O1 280 450 675 1.5 27.7 29.0 554 517

Naish et al. [42]

25 CB24F †C–O2 305 381 914 2.4 15.7 47.3 483 761

26 CB24D C–O1 305 381 914 2.4 15.7 47.3 483 708

27 CB33F C–O2 305 457 1524 3.3 12.3 47.3 483 552

Shin et al. [43]

29 1DF0Y C–O2 250 300 1050 3.5  8.0 29.2 478 473

Han et al. [8]

30 SD–2.0 C–O2 250 525 1050 2 20.4 44 490 1117

31 SD–3.5 C–O2 250 300 1050 3.5  8.9 44 481 507

Lim et al. [32]

32 CB10–1 C–O2 250 500 500 1.0 26.0 34.5 485.7 1444

33 CB20–1 C–O2 300 500 1000 2.0 16.0 52.1 466.3 1073

Lim et al. [33]

34 CB30–DA C–O1 300 500 1500 3.0  8.8 39.7 465 671

35 CB30–DB C–O2 300 500 1500 3.0  8.8 38.4 465 728

Han et al. [44]

36 S50N NC–O2 250 300 1050 3.5  8.9 44.0 481 376

37 S25N NC–O2 250 300 1050 3.5  8.9 44.0 481 290
†C-O1(or C-O2): specimens conforming KCI or ACI 318 confinement option 1 (or 2)
††NC-O1(or NC-O2): specimens not conforming KCI or ACI 318 confinement option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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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 Drift ratio () in % associated with individual damage states

No.
Confinement 

option
    No.

Confinement 

option
   

1 NC–O2 0.75 2.01 20 NC–O2 0.26 0.90  2.53

2 NC–O2 0.49 0.93 5.03 21 C–O1 0.30 2.53

3 NC–O2 0.61 0.92 1.99 22 NC–O2 1.09 2.90  4.40

4 NC–O2 1.09 2.01 23 NC–O2 1.21 2.96

5 NC–O2 0.86 5.06 24 NC–O2 0.20 0.55 0.68  1.80

6 NC–O2 0.14 0.84 1.96 3.89 25 C–O1 1.00 1.08  9.05

7 NC–O2 0.69 4.92 6.96 26 C–O1 1.01 6.04  8.58

8 NC–O2 1.23 1.98 6.99 27 C–O1 1.08 2.94  7.92

9 NC–O2 0.81 4.99 28 C–O1 1.00 5.99

10 NC–O1 1.24 2.85 29 C–O1 1.51 2.43 11.04

11 NC–O1 1.95 5.08 30 C–O1 1.24 2.61  6.50

12 NC–O2 0.76 2.77 6.75 31 C–O1 1.77 5.16 10.52

13 NC–O2 0.32 2.24 4.40 32 C–O1 1.06 1.33 3.74  6.07

14 NC–O1 0.67 2.56 6.56 33 C–O1 1.29 2.20  7.76

15 NC–O1 0.78 2.15 3.14 34 C–O1 0.55 1.63  6.19

16 NC–O1 0.62 2.30 35 C–O2 0.89 2.70  7.80

17 NC–O1 0.61 1.48 2.55 36 NC–O2 1.70 1.99

18 NC–O1 0.33 1.48 37 NC–O2 1.20 1.97  3.01

19 NC–O2 0.12 0.19 1.00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