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ond behavior between recycled coarse aggregate (RCA) concrete 

and deformed reinforcing bars. The position (i.e., vertical, horizontal) and the location (i.e., 

375mm, 225mm and 75 mm) of deformed bar were considered as a main test parameter in this 

paper. From the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maximum bond strength of top reinforcement 

was decreased compared with that of bottom reinforcement. Also bar embedded horizontally 

225mm above from base could not satisfy bond strength requirement provided in CEB-FIP code. 

It was caused by the fact that bonded area at the bottom of horizontal reinforcement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poring water and laitance. In this specimen, the bond strength 

provided by bearing stress and wedging action of concrete was not fully observe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철근의 배근방향(수직, 수평)  치(상단근, 하단근)를 주요 실험변수로 하여 이

형철근과 순환굵은골재와의 부착거동을 평가하기 한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평 시험체의 상부철근 시험체의 경우 하부철근 시험체 보다 부착강도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으로부터 225mm 치에 배근된 수평 상단철근 시험체는 

CEB-FIP 규 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굵은골재의 편 상  콘크리트의 블

리딩 등의 향으로 인하여 상부철근의 하부에 다수의 공극이 발생되어 부착면 이 작아진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시험체에서는 콘크리트와 이형철근의 기계  맞물림에 의한 지압력이 

충분히 발 되지 않은 것으로 측되었다.

철근의 치에 따른 이형철근과 순환굵은골재 

콘크리트의 부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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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egate Concrete with respect to Reinforcemen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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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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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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험체 일람표 표2. 사용골재의 물리  성질

Type 수직 
시험체

수평 시험체 구분
입경
(mm)

건 도

(g/㎤)
흡수율
(%)

단 용 량
(kg/ℓ)

HT HM HB 천연굵은골재 25 2.69 0.57 1.55

 *혼합굵은골재 25 2.49 3.00 1.51

순환굵은
골재치환율
(%)

A0 3 3 3 3
순환굵은골재 25 2.59 1.59 1.61

  재생굵은골재 25 2.28 6.28 1.30
A100 3 3 3 3

 *혼합굵은골재=순환굵은골재(2.5):재생굵은골재(1.0)

(a)수직 시험체 (b)수평 시험체 그림2. 시험체의 하 가력 

 측정장치그림1. 시험체의 종류(단  : mm)

 1. 서론

정부에서는 순환골재를 극 으로 활용하기 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진

에 한 법률안」
1)을 제정하고, 「순환골재 품질기 」2)을 통하여 양질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

을 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구조체 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이음/정착은 시공상 불가피한 것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합성거동  

일체성 확보를 한 부착/정착강도의 확보는 매우 요한 선결사항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연구의 일환으로 철근과 순환골재콘크리트의 부착강도 평가를 한 실험연구를 계획

하 으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부착강도를 CEB-FIP에 의한 계산 값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구조기  작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시험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구조기  정립을 한 수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을 평가하기 하여 표 1과 같이 총 24개의 시험체를 계획하 다. 주요 실험변수는 순환굵은골재

의 치환율  철근의 배근방향  치이며, KS F 2441, ASTM C234와 CSA S802-02 규격을 참고

하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형태의 직 인발 실험체를 제작하 다. 시험체에 매립된 철근

은 D16으로 철근 공칭직경의 4배인 64mm가 콘크리트와 부착되도록 하 다. 

  실험제 제작에 사용된 순환굵은골재 콘크리트는 국내 순환골재의 품질기 에서 구조부재에 용 가

능한 순환굵은골재의 품질기  하한치(흡수율 3.0%, 건 도 2.5g/㎤)를 만족하도록 표2의 고품질 순

환굵은골재와 재생굵은골재를 2.5:1.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다. 콘크리트의 설계기 강도는 

21MPa로 계획하 으며 실제 장조건을 고려하여 미콘 배합에 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 다. 콘크

리트의 배합조건은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고, 콘크리트의 역학  특성은 표 4와 같다. 

  부착강도시험은 CSA S806-02 규 에 따라 실시하 다. 하 은 변 제어로 1.2㎜/min의 속도로 

1000kN 용량의 만능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가력하 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슬립량은 그림 2에 



표3. 콘크리트 배합표 표4. 콘크리트의 기계  성질

fck
(MPa)

순환굵
은골재
치환율
(%)

W/C
(%)

S/a
(%)

단 량(㎏/㎥) fck
(MPa)

순환굵은
골재치환율
(%)

fcu
(MPa)

εc
(×10-6)

Ec
(GPa)

쪼갬
인장강도
(MPa)

W C S G1
(천연)

G2
(순환)

G2
(재생)

AD

21

0 27.50 2265 21.27 1.8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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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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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화학  부착강도(τch) 그림4. 균열강도(τcr) 그림5. 최 강도(τmax)

나타난 바와 같이 하 에서의 하 단 슬립은 2개의 LVDT를 가력형강하부에 설치하여 측정하 고, 

자유단 슬립은 실험체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철근에 1개의 LVDT를 설치하여 측정하 다. 

 3.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화학 인 부착이 유지된 시 까지의 부착응력을 화학  부착강도

(τch)라 정의하 으며, 이를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화학  부착강도는 이

형철근과 모르타르의 부착정도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상부철근 시험체의 화학  부착강도가 하부

철근 시험체에 비하여 약 34.6～96.1% 감소하 다. 이는 굵은골재의 편 상이 발생됨에 따라 콘크리

트 입방체 내부의 기포가 상승할 때 상부철근을 통과하지 못하고 철근과의 부착면에 기공을 형성하여 

화학  부착강도가 하부철근 시험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착력 상실한 이후 철근 리 에 의한 콘크리트의 지압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과하여 리 마디 간격으로 미세한 사균열이 발생한 시 의 부착응력을 균열강도(τcr)라 

정의하고 이를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때의 부착응력은 자유단 슬립

에서 측정된 변 가 0.03mm에 도달하 을 때를 εc=0.0005 인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하 다. 균열강도

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부철근 시험체와 간철근 시험체의 균열강도가 약 1.31～1.04MPa의 

차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하부철근 시험체와 간철근 시험체의 균열강도가 약 4.12～2.31MPa의 

차이를 보여 차이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각 시험체의 최  부착응력(τmax)을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상부철근 

시험체와 하부철근 시험체의 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술한 바와 같이 골재침하로 인

한 굵은골재의 하부편 이 발생됨에 따라 상부철근에서는 콘크리트의 구속효과 감소  상부철근 하

부에서 부유물(Laitance) 발생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즉 상부 철근 시험체의 경우 수직 시험체  

하부철근 시험체에 비하여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CEB-FIP Model code3)(이하 CEB-FIP)에서는 천연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구속응력  부착조건

에 따른 최  부착응력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하여 표 6  그림 6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 

기존연구의 시험결과
4)를 포함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순환골재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그림 7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수직 시험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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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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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비구속 조건의 콘크리트와 이형철근의 

부착응력에 한 CEB-FIP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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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0.6 0.6 2.5 0.4 1.0 0.15 S1 = S2

그림6. 부착응력-슬립 계곡선(CEB-FIP, 1990) 그림7.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부차강도

평 시험체의 하부철근 시리즈의 경우 기존 시험결과4)와 함께 CEB-FIP 규 식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

착강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평 상당근 실험체는 부분의 경우, CEB-FIP 규

식의 좋은 조건의 부착강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1) 순환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이형철근과의 부착특성은 철근배근 방향  치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순환굵은골재 치환율과 무 하게 수직배근 시험체  수평 하단배근 시험체의 부착강도는 

CEB-FIP 규 식을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어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하여 수평  

상부철근 시험체의 경우는 CEB-FIP 규 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심도 깊

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수평 상부철근 시험체에서 측되는 부착강도 하는 순환굵은골재의 침하로 인한 굵은골재의 하

부편 과 상부철근을 통과하지 못한 기포의 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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