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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recycled wast concrete which is occurred from demolition of the old building, it is 

effective that the recycled aggregate used as structural concrete aggregate. For used recycled aggregate 

with structural concrete, the structural capacity must be confirmed. This Study investigated bond 

capacity which follows in difference of absorption of the aggregate between rebar and concrete.  Test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t a difference of bond strength and slip behavior according to absorption 

ratio of natural and recycled coarse aggregate.  

요  약

기존 건축물의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과 인 재활용은, 폐 콘크리트로부터 나오는 순환 

골재를 구조용 콘크리트의 골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순환골재를 구조용 콘크리트에 이용하기 해서

는, 구조 인 성능이 우선 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성능인 

부착 성능이 흡수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 다. 시험 결과, 천연 굵은 골재와 순환 굵은 골재

의 흡수율에 따른 부착강도와 Slip 거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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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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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체 단면 (b) 시험체 상세

그림1. 시험체

그림2. 시험 방법  계측 방법

Specimen aggregate W/B S/a
Unit weight (㎏/㎥) 

W C F/A S/P S G A.D

N natural aggregate 49.7 47.6 168 220 51 68 842 934 1.86

A-3 recycled aggregate(absorption 3%) 49.7 47.5 168 220 51 68 842 913 1.86

A-6 recycled aggregate(absorption 6%) 47.8 47.3 172 234 54 72 825 749 1.98

표1. 콘크리트 배합

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기존 건축구조물의 해체 시 폐기물의 다량 발생  처리에서의 환경오염 등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과 함께, 콘크리트 제조 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쇄골재의 생산 역시 환

경 괴 등의 문제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순환 골재를 콘크리트용으로 활용하기 한 기술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1) 그런 요구에 따라 정부의 재활용 정책 강화와 순환골재 생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으

로 양질의 순환 골재 생산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으나, 재는 순환골재를 보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와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2)

본 연구에서는「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3)  에서 골재를 구분하고 있는 흡수율에 을 

두고, 구조부재에 순환골재를 용하기 해 선결해야 할 부착 특성에 주목하여 천연골재, 순환골재의  

부착 거동을 조사하 다.

2. 실험계획

2.1 콘크리트 배합

천연골재와 순환골재의 흡수율에 따른 부착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KS F 2573(콘크리트용 재

생골재)」의 기 에 따라 천연 골재와 흡수율이 3%인 1종 순환골재, 흡수율이 6%인 2~3종 순환골재

를 선정해 표1 과 같은 배합으로 시험체를 제작하 다.

2.2 시험체 제작  시험방법

시험체 상세를 그 림 1 에 나타내었다. 시험구간내의 부착응력을 계측하기 한 목 과 휨균열을 발

생시켜 부착 괴를 유도하기 해 균열 유도 홈을 제작하 고, 시험철근 단부는 지지반력에 의한 구속



Specimen Concrete
(MPa)

Main 
reinforcement

 (4D-19)

Shear 
reinforcement

 (D10)

τfm

(㎫)

τexp

(MPa) Failure mode
Out In

N 22.29

=300(㎫) =300(㎫)

3.89 4.55 2.76 Bond

A-3 15.57 3.25 2.98 2.12 Bond

A-6 20.89 3.77 3.87 2.48 Bond

τfm : Fujii-Morita식
5)

표2. 실험체 특성  실험 결과

(a) N (b) A-3 (c) A-6

그림3. 균열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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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단력-처짐의 계

을 받지 않도록 주근에 Steel Pipe를 이용하여 부착을 없애도록 하 다. 

가력은 그 림2 에 보이는 것처럼 Inchinose식 단순보형 실험방법을 채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4) 시

험체의 처짐은 가력지  바로 아래에 2본의 LVDT의 변형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이용하 다. Slip을 

측정하기 해 철근단부에 LVDT를 설치하 고,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를 주철근과 단보강

근에 붙여 주철근의 부착응력과 보강근의 응력상태를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3.1 균열 상황

표2 과 그 림3 에 실험결과와 균열 발생 상황을 나타내었다. 표2 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시험체는 철근 

Slip에 의한 부착 괴를 하 다. 균열은 시험 구간의 경계면에 설치한 휨균열 유도 홈에서 휨균열이 

발생하 고, 내력이 증 하는 것에 더불어 시험구간내의 주철근을 따라 부착균열이 발생한 후, 주철근

의 격한 Slip과 함께 부착 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4 에 각 시험체의 단력과 처짐을 나타내었다. 그 림3 의 균열발생상황과 마찬가지로 천연골재와 

순환골재의 흡수율의 차이에 기인한 거동의 별 다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3.2 철근의 부착응력과 Slip의 특성

그 림 5 에 시험구간에서의 외측근과 내측근의 부착응력과 Slip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착응력은 

시험체 단부 철근에 붙인 WSG의 각각의 값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 ․ ․                       (1)

   ․                       (2)

          : 인장단부의 주철근 변형율 (μ)        : 인장단부에서 250㎜ 치의 주철근 변형율 (μ)

         : 철근의 탄성계수 (㎫)               : 주철근 주장(周長)의합

시험 구간내의 부착응력은 평균 부착응력의 개념을 용하 다. 의 식을 이용하여 부착-Sli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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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부착 - Slip의 계

계를 구하면 그 림5 와 같다. 그 림5 의 은 Fuji-Morita식에 의한 부착 강도식을 나타내며 , 외측 주

철근의 경우 Fuji-Morita식과의 우수한 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측의 경우, 외측 주철근에 비해 

횡보강근에 의한 구속이 덜해 부착강도의 하를 확인할 수 있다.
6) 그 림5 를 통해 천연골재와 순환골

재 흡수율 차이에 따른 부착 강도  Slip 거동의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순환골재의 RC구조부재 용을 한 골재의 흡수율 차이에 따른 부착특성을 알아보았다.

1) 천연 골재와 순환골재의 흡수율의 차이에 따른 부착 거동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천연 골재와 순환 골재의 흡수율의 차이에 따른 부착 강도와 Slip거동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3) 횡보강근의 구속 차이에 기인한 내측 주철근과 외측 주철근의 부착 거동의 차이를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순환골재 흡수율 차이에 따른 부착 성능은 별 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환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구조부재로 용하기 해서는 휨  단 실험에 의한 성능

을 확인하기 한 추가 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공주 학교 자원재활용소재 연구센터(RIC/NMR)와 유진기업(주)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의 일부이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일부)는 제2단계 BK21 사업단의 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계 

기 에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

참고문헌

1. 이도헌 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기술 개발 황, 한국콘크리트학회지, 제19권 2호, pp34～41, 2007.3.

2.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구조용 재생골재  재생골재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안정성

에 한 연구, 2005.8. pp195

3.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

4. 前田匡樹 ․ 谷俊介 ․ 靑山博之: RC部材の付着割裂强度に關する実験的硏究, コンクリート工學年

次論文報告集, Vol.13 No2, pp145-150, 1991.6.

5. S. Fujii, Splitting Bond Failure in Reinforced Concrete Members, Concrete Journal of Japan, 

Vol.36, No.2, pp10～16, Feb.1998.

6. 곽성근 외, 고강도 횡 보강근을 용한 RC보의 부착강도 증진을 한 실험  연구, 한건축학회 

구조계논문집, 제23권 제8호, pp35～42, 200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