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9권 제4호(통권 제149호) 2017년 8월 269

1. 서 론

국내 기존 건축물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

규모 건축물의 비중은 전체 건축물의 85%를 차지하고 있다[1].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m2 

미만인 건축물을 의미한다[2].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행 구

조 규칙은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도 건축물의 최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2]. 하지

만, 이러한 규정은 지진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증가되는 지진위험을 고려하면 구조안전 확보

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적절한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 철골조 건축물 중 노출형 주각

부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장 시공된 다양한 상세

를 가진 약축방향 주각부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

다. 노출형 주각부는 기둥과 기초 사이의 접합부를 의미하

며,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 그라우팅 콘크리트, 기초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각부는 앵커볼트에 의해 기초부에 정착된

다. 일반적으로 노출형 주각부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초면 

위에서 접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각부는 상부 구조물

의 하중을 기초를 통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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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초부에서 발생하는 반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둥보다 큰 

하중지지 면적을 가진다.

현행 강구조 기준[3],[4],[5],[6],[7]에서는 주각부에 대해 허용

응력설계법과 한계상태설계법을 이용한 설계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내 현장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설

계 ․ 시공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없이 

결함상세를 가진 주각부가 설계 ․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 철골조 주각부 상세

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은 국내 소규모 철골조 건축물의 전형적인 주각부 

상세를 보여준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앵커볼트가 강

재 기둥 플랜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고, 

앵커볼트는 일반적으로 2개 또는 4개가 사용되며(Fig. 1(a) 

참조),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에 따라 리브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실제 시공되고 있었다(Fig. 1(a), (b) 

참조). 베이스 플레이트의 경우, 기둥과 같은 크기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사용하거나 얇은 두께의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으로 인해 휨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세도 확인하였다 

(Fig. 1(c), (d) 참조).

이러한 상세를 가진 주각부는 강 ․ 약축 방향 모두 지점에

서의 고정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세이며, 주각부가 보-

기둥 접합부와 조합되면 지점과 접합부가 모두 핀접합으로 

이루어져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 주각부를 사용하거나, 완

전 강접합된 보-기둥 접합부를 사용하여 주각부 또는 접합

부를 강접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철골조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국내 소규모 철골조에 적용가능한 주각부 상세

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제안된 주각부의 내진

성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노출형 주각부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기둥단

면의 강축방향 주각부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9],[10],[11],

[12],[13],[14],[15],[16]. 하지만 축하중과 횡하중을 동시에 받는 약

축방향 주각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철골조 건축물에 실제로 시공된 

약축방향 노출형 주각부에 대한 반복가력 실험연구는 국내 ․
외적으로 수행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 소규모 철골

조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주각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약축

방향 주각부에 대한 성능 검토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소규모 철골조에서 나타나는 현장상

세 노출형 주각부와 이를 보완한 상세를 가진 약축방향 주각

부에 대한 반복가력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세를 가진 노출형 

주각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현행 철골조 노출형 주각부 설계기준

현행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각부는 기둥의 하중과 모멘트

를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4],[5],[7]. 콘크리

트 단면의 일부분이 지압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지압

강도 (  )는 콘크리트 압괴의 한계상태에 대하여 

다음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 (1)

여기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은 베이스플레이트의 

면적이고 는 베이스플레이트와 닮은꼴의 콘크리트 지지

부분의 최대면적이다.

Fig. 2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설계변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와 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폭, 는 플랜지의 폭, 는 플랜지 

양단 사이의 거리,   ,    이

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소두께는 한계상태설계법과 허용

응력설계법에 의해 다음 식 (2)와 (3)으로 구할 수 있다[5].

B

H

B

H

(a) Case I (b) Case II

(c) Photo I (d) Photo II

Fig. 1. Investigation of exposed steel column base plate connection 
in existing small-size stee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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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돌출길이 과 , 그리고 축

력이 작용하는 유효 H단면의 돌출길이 
′  중에서 가장 큰 값

을 정한다. AISC (2005)에서 제기하고 있는 축력이 작용하

는 유효 H단면의 돌출길이 
′ 은 다음 식 (4)로 구한다.


′  

   (4)

여기서,   
이고, 는 0.6이다.

앵커볼트는 주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를 통해 전달되는 

인장 및 전단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콘크리트 내 정착 규정은 콘크리트구조기준[17],[18]을 따라야

한다. 기본 정착길이()는 다음 식 (5)와 같이 구한다.

 ′


 (5)

여기서, 는 철근 도막계수, 는 경량콘크리트 계수이며, 보

통중량 콘크리트의 는 1.0이다. 다만, 식 (5)로 구한 정착길

이는 항상 8 이상 또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17],[18]에서는 180° 표준갈고리와 

90° 표준갈고리를 인장 이형철근의 표준 갈고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단부에 90°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

은 구부린 끝에서 12 이상 더 연장되도록 해야한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2]에 따르면, 강재기둥의 

주각부는 모멘트를 기초에 전달하는 고정주각으로 설계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각부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앵커볼트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둥형강의 각 방향 폭 보다 

150mm이상 크게 하고, 두께는 2층 건물의 경우는 30mm이

상, 1층 건물의 경우는 20mm이상을 적용한다. 앵커볼트의 

크기와 개수는 2층 건물의 경우 직경 22mm 이상의 앵커볼

트를 6개 이상 사용하고, 1층 건물의 경우 직경 20mm 이상

의 앵커볼트를 6개 이상 사용한다. 앵커볼트의 정착은 기초

의 하부까지 직경의 30배 이상 연장되어 후크형태로 기초에 

정착하여야한다.

3. 실험 프로그램

3.1 실험체 상세

약축방향 주각부의 내진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총 7개의 

실험체에 대해 반복가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은 실험

체 상세를 보여준다. 주각부는 연성파괴가 발생하도록 AISC 

설계기준[3],[4],[5]에 의해 설계되었다. H형 단면을 가진 강재 

기둥 (SS400, Fy = 235MPa)의 크기는 H-300×300×10×
15mm이며, 높이는 1000mm이다. 여기서 Fy는 강재 기둥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설계항복강도이다. 앵커볼트의 지름

은 22mm이고 SM45C 강종(Fu=700MPa)이 사용되었다. 콘

크리트 기초의 평면 크기는 800×800mm이고 높이는 

775mm이다. 이때, 기초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

도는 24MPa이다. 주각부의 파괴모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

사하기 위해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초부 콘크리트 사이에 모

르타르 채움은 수행되지 않았다.

앵커볼트의 지름은 22mm이고 SM45C 강종(Fu=700MPa)

이 사용되었다.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는 지름이 24mm인 

강봉에 1mm 깊이의 나사산을 공장에서 제작 생산하여 나사

산이 없는 강봉의 단면적과 동일한 단면적을 갖도록 하였다.

실험체 변수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 앵커볼트의 개수

와 매립깊이, 그리고 리브 플레이트의 유무이다(Table 1 참

조). Wdf1과 Wdf2 실험체는 국내 소규모 철골조 현황조사

에서 얻은 자료에서 구한 실제 시공된 약축방향 노출형 주각

부를 나타낸다. Wdf1과 Wdf2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

이트의 크기는 400×400mm이고 두께는 20mm이다. 주각

부 고정을 위해 총 4개의 앵커볼트가 사용되었고, 앵커볼트

의 매립깊이는 500mm이다. 앵커볼트 후크의 길이는 264mm

bf

d

B

n n0.8bf

D

m

0.95d

m

Fig. 2. Base-plate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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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Wdf2에는 2개의 리브 플레이트가 웨브 중앙부에 추가

로 설치되었다. WA 계열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는 450×450mm이며, 앵커볼트의 매립깊이는 650mm, 

그리고 앵커볼트 후크의 길이는 264mm로 동일하다. WA1, 

WA2, WA3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는 25mm

이고, WA4 실험체의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는 30mm이다. 

WA1, WA2, WA4 실험체에는 리브 플레이트가 설치되지 않

았고, WA3 실험체는 2개의 리브 플레이트가 설치되었다. 

WA2 실험체는 4개의 앵커볼트가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WA1, WA3, 그리고 WA4 실험체에는 총 6개의 앵커볼트가 

설치되었다. WA3와 WA4 실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

험체의 앵커볼트는 원형강봉이 사용되었으며, WA3와 WA4 

실험체는 나사산이 있는 L형 갈고리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

3.2 실험체 셋업 및 계측계획

실험체는 1000kN 용량의 엑츄에이터를 사용해 기초부 상

부에서부터 1000mm 거리에서 횡력을 가력하였으며, 동시

에 2000kN 용량의 동적 엑츄에이터를 사용하여 0.15FyAg

(=413kN) 크기의 축력을 가하였다. 축력 재하를 위해 기둥 

상부에 두께 50mm의 강판을 추가로 공장 용접하였다.

Fig. 4는 하중 가력 이력곡선을 보여준다. 첫 번째 스텝 

(6cycles)은 회전각(θ) 0.00375rad(=3.75mm), 두 번째 

스텝(6cycles)은 0.005rad(5mm), 세 번째 스텝(6cycles)은 

0.0075rad(7.5mm), 네 번째 스텝(4cycles)은 0.01rad(10mm), 

다섯 번째 스텝(2cycles)은 0.015rad(15mm), 여섯 번째 스

텝(2cycles)은 0.02rad(20mm), 그리고 일곱 번째 스텝

(2cycles)부터는 0.01rad씩 증가시키며 반복가력하였다[6]. 

여기서, θ는 회전각을 나타내며, 는 LVDT에 의해 측정된 

횡변위(mm)이다.

Cyclic loading

Embedment 
length

Hook length

Axial loading

(1,000 kN actuator)

(2,000 kN actuator)

LV1

LV2 LV3

Wdf1 Wdf2

WA1 WA2

WA3 WA4

70

50

(Unit: mm)

Strain gauge

Foundation

L-shaped anchor bolts

Steel column
(H-300x300x10x15)

Stiffeners
(15 mm thick)

Loading plate
(PL-620x540x50)

Web

Fig. 3. Details of test specimens

Table 1. Properties of test specimens

Speci-
mens

Base plate Anchor bolt
No. of

rib
plates

Dimension 
(mm)

Thickness 
(mm)

No.
(EA)

Embed-
ment 

length
(mm)

Hook
length
(mm)

Wdf1 400×400 20 4 500 264 -
Wdf2 400×400 20 4 500 264 2
WA1 450×450 25 6 650 264 -
WA2 450×450 25 4 650 264 -
WA3 450×450 25 6 650 264 2
WA4 450×450 30 6 650 264 -

Note: In Wdf1, Wdf2, WA1, and WA2 specimen, round bars 
with a diameter of 22 mm were used as the anchor bolts. On 
the other hand, in WA3 and WA4 specimen, thread bars 
with an effective diameter of 22 mm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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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rad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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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15 rad
(20~150 mm)

2 cycles

Fig. 4. Loading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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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변형률과 변위는 스트레인 게이지와 변위계 

(LVDT)에 의해 측정되었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위치와 

LVDT 설치 위치는 Fig. 3에 나타나있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3개의 스

트레인 게이지가 사용되었다. 강재기둥 플랜지의 변형률은 

기초부에서 50mm 위치에서 측정되었다. 기둥의 횡변위는 

기초 표면으로부터 1000mm 되는 위치에서 LV1에 의해 측정

되었다. 아울러, LV2와 LV3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수직변형

을 측정하기 위해 베이스 플레이트 상부에 설치되었다.

3.3 사용재료

강재의 물성치를 구하기 위해 KS B 0801 (2007)[19], KS 

B 0802 (2003)[20]에 의해 인장실험이 수행되었다. Table 2

는 실험체별로 사용된 강재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모든 실험

체에는 SS400 강종이 사용되었고, 앵커볼트는 나사산의 유

무와는 상관없이 모두 SM45C 강종이 사용되었다. 재료실험은 

Wdf 계열의 실험체, WA1, 그리고 WA2 실험체에 사용된 강재

와 WA3과 WA4 실험체 사용된 강재를 나누어 수행하였다. 실

험결과, 동일한 강종을 사용한 베이스 플레이트와 플랜지, 그

리고 웨브는 모두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었으나, 앵커볼트의 

경우, 원형강봉일 때의 항복강도는 608.7MPa였으며, 지름 

24mm의 원형강봉에 1mm 깊이의 나사산을 둔 WA3, WA4 실

험체에 사용된 앵커볼트의 항복강도는 414MPa로 나타났다.

4. 앵커볼트 인발실험

AISC 구조기준[3],[4],[5]에 따르면, 앵커볼트는 주각부의 베

이스 플레이트를 통해 전달되는 인장 및 전단하중에 대해 저

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콘크리트 내 정착 규정은 콘

크리트구조기준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기준[17],[18]에 

의하면, 표준갈고리를 갖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항상 8 

이상 또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철근 또는 

앵커볼트의 지름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내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2]에서는 콘크리트 구조기준[17],[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앵커볼트 설계기준에 비해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앵커

볼트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에 따

르면, 앵커볼트의 정착은 기초의 하부까지 직경의 30배(= 30) 

이상 연장되어 후크형태로 기초에 정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앵커볼트의 개수와 부착성능에 따른 주각

부의 구조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원형강봉과 나사산이 있는 

강봉을 앵커볼트로 사용하였다. 현행 구조기준에서는 이형

철근에 대한 부착성능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원형강봉과 

나사산이 있는 강봉의 부착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앵커볼트의 부착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후크가 설치된 원

형강봉, 나사산이 있는 강봉의 반복가력 인발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체 사용된 앵커볼트는 SM45C 강종이 사용되었

고, 지름은 22mm이다. 여기서,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의 

경우, 지름 24mm의 원형강봉에 1mm 깊이의 나사산을 제작하

였다. 따라서,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의 유효지름은 22mm으

로 원형강봉과 동일하다. 앵커볼트의 매립깊이는 RB1과 TB 

실험체는 452mm(=21)이고, RB2 실험체는 650mm(=30)이

다. RB1과 TB 실험체의 매립깊이는 콘크리트 구조기준[17],[18]

에 의해, RB2 실험체의 매립깊이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2]

에 의해 산정되었다. 모든 실험체의 후크길이는 264mm(=12)

이다. 이때 기초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9.7MPa

이다.

Fig. 5(a)는 앵커볼트 인발실험을 위한 실험체 세팅을 보

여준다. 기초부 상단에 유압잭 설치를 위한 지그를 설치하였

고, 유압잭에 앵커볼트에 직접 연결하여 반복가력하였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Speci-
mens Member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Elonga-
tion (%)

Wdf1
Wdf2
WA1
WA2

Base plate
(SS400) 250.0 422.9 196.1 35.4

Steel
column
(SS400)

Flange
(15mm) 329.0 476.4 203.8 32.0

Web
(10mm) 332.2 498.2 206.2 30.2

Anchor bolt
(SM45C) 608.7 757.2 201.6 10.8

WA3 
and 

WA4

Base 
plate

(SS400)

25mm 243.7 440.7 170.7 28.7

30mm 296.7 523.1 151.5 26.6

Steel
column
(SS400)

Flange
(15mm) 299.3 458.1 202.8 41.1

Web
(10mm) 324.8 179.2 199.6 37.3

Anchor bolt
(SM45C) 414.0 577.4 123.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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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가력 시 하중은 Fig. 4에 나타낸 하중가력곡선을 사용

하였다. 이때 부가력 방향으로는 가력하지 않았다. 변위는 

유압잭의 로드셀 상부에 설치된 변위계(LVDT)에 의해 측정

되었으며, 앵커볼트의 변형률은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 측

정되었다. Fig. 5(b)는 실험에 사용된 앵커볼트 인발실험에

서 구해진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원형강봉은 뽑힘현

상이 실험초기에 발생하였으나 후크로 인해 변위가 증가할

수록 하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사산이 

있는 강봉은 최대하중에 도달한 이후 나사산과 콘크리트 사

이의 부착성능의 상실로 인해 서서히 뽑혀져 올라오면서 하

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c)는 앵커볼트의 변

형률을 보여준다. 나사산이 없는 앵커볼트인 RB1-1과 RB2-2

는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

트인 TB1은 최대 뽑힘강도에 도달하기 전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B1 실험체와 RB2 실험체의 최대 하중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3은 앵커볼트 인발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매립깊이가 452mm인 RB1 실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약 

111.8kN이었고, 650mm인 RB2 실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은 

평균 117.3kN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사산이 있는 TB 실

험체의 최대하중(195.1kN)은 RB1과 RB2 실험체에 비해 각

각 75%, 66% 큰 값을 나타냈다. ACI 318-14 (2014)[17]와 KCI 

2012 (2012)[18]에 따르면, 단일 갈고리볼트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뽑힘강도 는 다음 식 (6)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6)

여기서, 는 갈고리볼트의 안쪽면부터 볼트의 바깥쪽 끝까지 

Table 3. Summary of pull-out tests and material tests

Specimens

Anchor bolts Concrete foundation Bond strength
(kN)

Class
Development

length
(mm)

Hook 
length
(mm)

Yield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Dimension of
concrete 

foundation
(mm)

Concrete
strength
(MPa) Measured Mean

RB1 SM45C 452 (21db)
264 (12db) 692.2 196.3

800×800×600

19.7

RB1-1: 102.9
111.8

RB1-2: 120.6

RB2 SM45C 650 (30db) 800×800×800
RB2-1: 112.8

117.3
RB2-2: 121.7

TB SM45C 452 (21db) 264 (12db) 581.5 151.9 800×800×600
TB-1: 194.8

195.1
TB-2: 195.4

Note: RB and TB represent the round and thread bars, respectively. The values of yield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and 
concrete strength are average values obtained from the materi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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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ull-ou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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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는 앵커볼트의 직경(mm)이다.

AISC (2003)[3]에서는 후크가 설치된 앵커볼트의 설계 인

장강도를 다음 식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

여기서, 는 후크길이이다. 식 (7)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19.7MPa)와 앵커볼트의 지름(=22mm), 그리고 후크의 길이

(= 264mm)를 대입하면, 앵커볼트의 인장강도는 80.1kN이다. 

실험결과, 식 (7)에 의해 구한 값에 대한 RB1, RB2, 그리고 TB 

실험체의 평균 강도의 비는 1.40, 1.46, 그리고 2.44이다.

5. 실험결과

5.1 실험체 손상 및 파괴모드

Fig. 6은 전형적인 약축방향 주각부의 파괴모드를 보여준

다. Wdf 계열의 실험체는 모두 Fig. 6(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앵커볼트의 뽑힘현상이 발생하여 슬립형 거동을 나타

냈다. 특히, Wdf1와 Wdf2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

의 압축면 항복이 앵커볼트의 항복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두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베이스 플

레이트의 압축면 항복은 회전각 약 0.029rad에서 발생했으

며, 앵커볼트의 항복은 0.03rad 이후에 발생하였다. Wdf3 

실험체의 경우, 플레이트의 항복은 약 0.059rad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WA1 실험체의 경우, 앵커볼트 

항복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보다 선행되었다. Fig. 6(b)

는 WA1 실험체의 최종 파괴형상을 보여준다. 앵커볼트는 층

간변위 약 0.01~0.02rad에서 항복하였으며, 이후 약 0.03rad

에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항복하였다. WA2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과 앵커볼트의 항복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 6개를 사

용한 WA3와 WA4 실험체의 경우, 앵커볼트의 부착력 증가로 

인해 앵커볼트의 뽑힘현상을 다소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6(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실험체는 회전각 

0.01rad에서 기둥 하부 플랜지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였다.

5.2 모멘트-곡률 관계

Fig. 7은 각 실험체의 모멘트-층간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강재기둥의 설계항복강도(Fy=235MPa)를 적용한 약축방향 

소성모멘트(Mp=FyZw)는 160.7kN․m이다. 여기서, Zw는 기

둥 단면의 단면계수(=684×103mm3)이다. 이 연구에서는 

항복점을 평가하기 위해 Fig. 8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점과 최대하중의 75%에 해당하는 점을 연결한 직선과 최

대하중에서의 수평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수직선이 실험체의 

모멘트-곡률 곡선과 만나는 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하였다. 

Table 4는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횡변위 는 하중가력 

지점에서 측정된 변위계의 값을 나타내며, 는 회전각을 나타

낸다. 강성()은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점과 항복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이다. 는 연성도를 나타내며, 항복 시 

횡변위에 대한 파괴 시 횡변위의 비()로 계산된다. 파괴 

시 횡변위는 최대 모멘트 강도값을 지나 모멘트 강도가 감소할 

때, 최대 모멘트 강도의 80%에 도달한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실험결과, 앵커볼트가 강재 기둥 플랜지 사이에 위치하더라

도 현행 구조기준에 의해 앵커볼트가 설계된 Wdf1와 Wdf2 실

험체의 최대 모멘트 값은 재료의 공칭강도를 사용해 구한 소성

모멘트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앵커볼트에 후크가 설

치되지 않은 Wdf3 실험체의 경우, 앵커볼트의 조기 뽑힘현상

으로 인해 최대 모멘트는 소성모멘트에 미치지 못하였다. 앵

커볼트가 강재 기둥 외부에 설치된 WA 계열 실험체의 경우, 

모든 실험체의 최대 모멘트 값이 소성모멘트를 초과하였다.

앵커볼트의 위치와 개수 등은 주각부의 휨거동에도 큰 영향

Wdf1 WA1 WA4

(a) Slip behavior (b) Pull-out failure of concrete (c) Local buckling at beam flange section

Fig. 6. Damage and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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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df1 (b) Wdf2 (c) WA1

(d) WA2 (e) WA3 (f) WA4

Fig. 7. Flexural moment-rotation angle relationship

Table 4.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s

At peak At failure
Positive (+) Negative (-) Positive (+) Negative (-)




(mm)




(rad)




(kN·m)




(mm)




(rad)




(kN·m)




(mm)




(rad)




(kN·m)




(mm)




(rad)




(kN·m)
Wdf1 99.6 0.100 140.0 -99.3 -0.099 -150.1 100.1 0.100 138.3 -99.8 -0.100 -149.1
Wdf2 67.7 0.068 151.8 -77.7 -0.078 -162.8 90.1 0.090 144.8 -89.9 -0.090 -157.3
WA1 40.1 0.040 180.2 -29.4 -0.029 -175.6 60.1 0.060 120.0 -59.7 -0.060 -125.1
WA2 48.9 0.049 170.2 -44.3 -0.044 -168.6 50.1 0.050 164.7 -49.8 -0.050 -158.3
WA3 52.8 0.053 241.1 -49.3 -0.049 -240.8 60.0 0.060 235.3 -60.1 -0.060 -231.4
WA4 62.6 0.063 251.3 -67.8 -0.068 -255.8 79.8 0.080 243.1 -80.2 -0.080 -240.1

Specimens

At yielding
 (kN·m/rad)   ()Positive (+) Negative (-)




(mm)




(rad)




(kN·m)




(mm)




(rad)




(kN·m)
(+) (-) (+) (-) (+) (-)

Wdf1 27.7 0.028 112.6 -33.4 -0.033 -122.2 4065.0 3658.7 0.87 0.87 3.61 2.99
Wdf2 32.1 0.032 123.0 -39.5 -0.040 -124.1 3831.8 3141.8 0.94 1.01 2.81 2.28
WA1 19.4 0.019 148.5 -19.5 -0.020 -152.6 7654.6 7825.6 1.12 1.09 3.10 3.06
WA2 20.1 0.020 142.0 -19.5 -0.020 -138.1 7064.7 7082.1 1.06 1.05 2.49 2.55
WA3 24.1 0.024 203.1 -26.7 -0.027 -204.2 8427.4 7647.9 1.50 1.50 2.49 2.25
WA4 23.4 0.023 208.8 -26.9 -0.027 -210.5 8923.1 7825.3 1.56 1.59 3.4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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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df 계열의 실험체에 비해 WA1

과 WA2 실험체의 경우, 핀칭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를 사용한 WA3와 

WA4 실험체의 경우, 앵커볼트와 콘크리트 기초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착력이 증가하여 우수한 거동양상을 보여주었다.

5.3 강성

노출형 주각부 접합부의 초기강성()은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중-변위 곡선에서 항복 시 하중을 그 때의 변위

값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각 실험체의 강성

값은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약축방향 주각부의 강성은 대체로 앵커볼트의 부착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 그리고 앵커볼트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둥 플랜지 사이

에 설치된 리브 플레이트는 주각부의 강성에 큰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 부가력시 강성값의 평균값을 

상호 비교한 결과, Wdf1과 Wdf2 실험체의 강성은 WA4 실

험체의 강성값의 약 46%와 4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WA1

과 WA2는 약 92%와 84%를, WA3 실험체의 강성은 약 96%

를 나타냈다. WA3 실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험체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 이유는 앵커볼트의 부착력이 

부족하고 베이스 플레이트가 실험초기 항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슬립 거동을 보이는 Wdf1과 Wdf2 실험체의 경

우, 최대 강도의 75%에 해당되는 지점과 최대강도의 수평선

을 연결한 지점을 항복점으로 정의할 때, 실제 거동에서 보

이는 초기강성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WA3 실

험체의 강성이 WA4보다 작게 나타난 이유는 베이스 플레이

트가 항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NZS 3404.1 (2009)[21]에서는 주각부가 구속되었을 때 휨

강성의 하한값()과 핀접합되었을 때의 상한값()을 각각, 

  와   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

서, 와 는 각각 주각부 지점조건을 고정접합(fixed)과 핀

접합(pinned)으로 가정했을 때의 강성(kN․m/radian)을 의

미하며, 는 탄성계수(=205,000MPa), 는 기둥 단면의 약

축방향 단면 2차모멘트(=6,750×104mm4), 그리고 는 기

둥의 높이(=1,000mm)이다.

Table 5는 실험을 통해 구한 약축방향 주각부의 초기강성

과 NZS 3404.1[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성을 상호비교한 것

이다. 비교결과, 모든 실험체는 NZS 34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점을 고정접합으로 가정했을 때의 강성값보다는 작고, 핀접

합으로 가정했을 때의 값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을 

고정접합으로 가정했을 경우,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

성에 대한 Wdf1와 Wdf2 실험체의 강성의 비는 0.14~0.18로 

나타났으며, WA계열의 실험체는 0.32~0.40 수준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지점을 핀접합으로 가정했을 경우, Wdf 계열의 

강성은 NZS 3404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성값보다 약 

2.27~2.97배 정도, WA 계열의 실험체의 경우 약 5.11~6.45

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약축

방향 주각부가 부분 강접합으로 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4 에너지 소산능력

Fig. 9는 목표변위별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낸다. 

에너지 소산능력은 모멘트-층간변위 곡선에서 목표 층간변

위별 마지막 싸이클의 내부 면적으로 구했으며(ACI T1.1-01, 

2001)[22],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은 목표 변위별 에너지 소산

능력을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한다.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Wdf1 실험체에 비해 Wdf2, WA1, WA2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이 다소 크게 나타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값

Table 5. Comparison of initial stiffness between test data and 
NZS 3404 (2009) design codes

Specimens
Fixed Pinned


 

 
 



Wdf1 0.18 0.17 2.94 2.64
Wdf2 0.17 0.14 2.77 2.27
WA1 0.35 0.35 5.53 5.66
WA2 0.32 0.32 5.11 5.12
WA3 0.38 0.35 6.09 5.53
WA4 0.40 0.35 6.45 5.66

Note:  is the intial stiffness obtained from the tests and  is 
the stiffness obtained from NZS 3404 (2009).

Flexural moment

Rotation angle

Mpeak
0.8Vpeak

0.75Mpeak

θ@Vpeak θuθy

At yielding

At peak
At failure

ky

Initial stiffness

My

Fig. 8. Definition of yield point and initial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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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다. 반면에, WA3와 WA4 실험체는 다른 실험체에 비

해 매우 우수한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여주었다. 회전각 

0.06rad일 때 나사산이 있는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한 WA3, 

WA4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은 Wdf1, Wdf2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의 약 1.8배에서 2.15배정도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의 부착성능이 뛰어나 기둥 

플랜지가 국부좌굴이 발생한 이후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둥 플

랜지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소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실험결과 분석

6.1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여부는 

주각부 약축 접합부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즈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 10은 각 실험체 별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측정된 변형

률 변화를 보여준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가 20mm인 

Wdf1와 Wdf2 실험체의 경우, 리브 플레이트의 영향으로 인

해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df1 실험체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0.029rad에서 항복하였

으나, Wdf2 실험체의 경우, 약 0.04rad에서 항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플레이트의 두께가 25mm인 WA1 실험체와 

WA2 실험체는 회전각 0.03rad과 0.04rad에서 각각 항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볼트가 6개인 WA1 실험체에 비해 

4개의 앵커볼트가 사용된 WA2 실험체에 대해 베이스 플레

이트의 항복이 지연된 것은 앵커볼트의 부착력이 작은 WA2

가 실험초기 앵커볼트의 뽑힘현상으로 인해 베이스 플레이

트에 충분한 힘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베이

스 플레이트의 두께가 25mm이고 나사산이 있는 앵커볼트

를 사용한 WA3 실험체의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가 0.017rad

에서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가 30mm인 WA4 실험체는 실험종료 시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앵커볼트의 부착력과

도 관련이 있다. 앵커볼트와 기초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

이 작을 경우, 앵커볼트의 뽑힘현상이 조기에 발생하게 되

며, 이후 플레이트의 인장면 또는 압축면에서 변형이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탄성구간이 지난 후 슬립형 거

동이 나타나게 되며, 베이스 플레이트의 조기 항복으로 인해 

초기강성과 에너지 소산능력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

만, 앵커볼트의 부착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베이스 플레이

트가 항복하지 않는 경우(WA4), 주각부 기둥이 보다 효율적

으로 비탄성 거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실험체에 비해 우수

한 내진성능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실험에서 사용된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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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C (2006)[5]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플레이트 두께를 만

족하더라도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이 조기에 발생한다면, 

강성과 에너지 소산능력과 같은 구조성능이 저하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앵커볼트의 부착력

AISC (2006)[5]에 따르면, L형 또는 J형 갈고리 앵커볼트

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 

인장강도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앵커볼트는 

앵커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작을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갈고리 앵커볼트의 경

우, 마찰에 의한 저항성능은 무시한 채 오직 지압에 의한 저

항성능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고리 내면에서 파쇄

가 발생하면 연결부 강성이 점차 감소되어 결국 앵커볼트의 

뽑힘파괴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뽑힘파괴는 주각부의 슬

립형 거동을 야기시키며, 주각부의 구조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하더라

도 마찰에 의한 부착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콘크리트 파괴와 

앵커볼트의 뽑힘파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볼트 인발실험을 수행한 결과, AISC (2003)[3]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앵커볼트의 설계인장강도(식 (7))에 대

한 나사산이 있는 L형 갈고리 앵커볼트의 인장강도의 비는 

2.44였으며, ACI 318-14 (2014)[17]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

고리 볼트의 인장강도(식 (6))에 대한 실험값의 비는 1.56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형강봉의 경우, 강도비는 RB1은 0.89, 

RB2는 0.94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주각부에 

L형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할 때 ACI 318-14 (2014)[17]와 

KCI 2012 (2012)[18]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고리 볼트의 뽑힘

강도 식으로 앵커볼트를 설계할 경우, 앵커볼트의 뽑힘파괴

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규모 철골조에서 사용되는 현장상

세 노출형 주각부와 이를 보완한 상세를 가진 약축방향 주각

부에 대한 반복가력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세를 가진 노출형 

주각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변수는 베이스 플레

이트의 두께, 앵커볼트의 개수와 매립길이, 그리고 리브 플레

이트의 유무이다.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약축방향 주각부 상세는 부분 강접합으로 해석상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체는 현행 기

준(NZS 3404.1, 2009)[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점을 고

정접합으로 가정했을 때의 강성값보다는 작고, 핀접합

으로 가정했을 때의 값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앵커볼트의 부착성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유무는 

주각부의 에너지 소산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결과, 베이스 플레이트가 항복하지 않은 상

태에서 강재 기둥이 비탄성거동을 보여준 WA4 실험체

의 에너지 소산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3)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유무는 주각부 약축접합부의 구

조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베

이스 플레이트가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두

께를 만족하더라도 강재 기둥이 소성모멘트에 도달하기 

전 항복할 경우, 주각부의 구조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 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주각부에 L형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할 때 ACI 318-14 (2014)[17]와 KCI 2012 

(2012)[18]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고리 볼트의 뽑힘강도 

식으로 앵커볼트를 설계할 경우, 앵커볼트의 뽑힘파괴

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

(5) L형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하더라도 마찰에 의한 부착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콘크리트 파괴와 앵커볼트의 뽑

힘파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원형강봉에 비해 부착성능이 우수한 나사산이 

있는 L형 갈고리 앵커볼트는 반강접 노출형 주각부에 사

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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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규모 철골조에서 나타나는 현장상세 노출형 주각부와 이를 보완한 상세를 가진 약축방향 주각부에 대한 반복

가력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상세를 가진 약축방향 노출형 주각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변수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 앵커볼트의 개수

와 매립깊이, 그리고 리브 플레이트의 유무이다. 앵커볼트의 부착성능이 주각부 내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형강

봉과 나사산이 있는 L형 갈고리 앵커볼트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앵커볼트의 부착성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항복유무는 주각부의 에너지 소

산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스 플레이트가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두께를 만족하더라도 강재 기둥이 소성

모멘트에 도달하기 전 베이스 플레이트가 항복할 경우, 주각부의 구조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구조기

준에 따라 접합부 성능을 조사한 결과, 제안된 약축방향 주각부 상세는 부분 강접합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원형강봉에 

비해 부착성능이 우수한 나사산이 있는 L형 갈고리 앵커볼트는 반강접 노출형 주각부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소규모 철골조, 노출형 주각부, 약축방향, 내진성능, 갈고리 앵커볼트, 반강접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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