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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간 구조물과 고층 빌딩에 있어 건축물의 자  감소에 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한 가

장 효과 인 방법  하나는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에 

따른 경량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휨 성능을 평가하는 것에 그 목 이 있다. 크기와 형상이 동일한 보통 

량 콘크리트 보 1개와 경량 콘크리트 보 4개의 총 5개 시험체를 제작하여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을 변수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순인장 변형률에 따른 경량콘크리트 보의 강도와 연성의 변화

를 분석하 다. 실험 결과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시험체의 연성비는 증가하 으며 최

하 과 강성은 감소하 다. 특히 순인장 변형률 0.005 이상에서 연성지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keywords : 경량 콘크리트, 연성거동, 휨 강도,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1. 서 론

세계 으로 공간 구조물과 고층 빌딩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이 형화, 고층화 되어

감에 따라 구조 부재의 크기는 증가하며 이는 유효공간의 감소에 의한 건축물의 기능성 하와 건축비의 상

승을 야기한다. 따라서 자 경감을 한 경량 부재의 사용은 공간 구조물과 고층 빌딩에 있어 필연 인 

요소이며 이러한 경향은 건축물에서 가장 폭넓게 용되고 있는 재료인 콘크리트에서 두드러진다. 콘크리트

는 경제 이며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량이 크다는 단 이 있으며 콘크리트의 자 을 

감소시키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  하나는 배합 시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를 휨 부재의 구조 재료로 용하기 해서는 휨 강도 뿐만 아니라 한 연성을 확

보해야 하며 이러한 거동은 인장 측 최외단 철근의 변형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구조설계기  2009에서는 

리스트 스를 가하지 않은 휨 부재의 최소 순인장 변형률이 0.004 이상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건축학

회, 2009).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보통 량 콘크리트의 재료  성질에 기 한 것으로 경량 콘크리트에도 

한가에 해서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εt)에 따른 경량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휨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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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콘크리트 배합 계획

W/C(%) S/a(%) W(kg/m3) C(kg/m3) S(kg/m3) G(kg/m3)

Normal weight Concrete 34.5 44 168 487 738 946

Lightweight Concrete 25 42 165 660 635 610

그림 1 시험체 배근 상세 그림 2 시험체 명명법

평가하며 경량 콘크리트 보에 있어 행 최소허용철근변형률 기 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2.1 시험체 계획

경량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압축 연단의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 0.003에 도달할 때

의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변수로 1개의 보통 량 콘크리트 보 시험체와 4개의 경량 콘크리트 

보 시험체를 유사한 압축강도로 제작하여 실험하 다. 시험체는 폭 180mm, 높이 243.5mm, 길이 2,300mm로 

크기와 형상이 모두 동일하며 시험체의 배근 상세와 실험 변수에 따른 명명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시험체 제작에는 KS 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고 화력발 소의 Bottom Ash를 

이용한 국내 C사의 인공경량골재와 쇄석을 경량 콘크리트 시험체와 보통 량 시험체에 각각 사용하 으며 

주근은 HD13과 HD16의 SD400 이형 철근을 사용하여 변수에 따라 다르게 배근하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을 하여 Ø150mm × 300mm의 공시체를 보통 량 콘크리트와 경량 콘크리트 각각 3개씩, 총 6개 제

작하여 기 에 따라 강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 보통 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에서 각각 42.9MPa, 

43.8MPa의 압축강도를 확인하 다.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표 1과 같다.

   2.2 계측  가력 계획

시험체는 순경간이 2,000mm인 임 상부의 회 단(hinge)을 사용하여 단순 지지하 으며 2,000kN 용량

의 UTM(만능재료실험기)을 사용하여 변 제어(displacement control)의 방법으로 기 50mm 까지는 

1.5mm/min, 50mm 이후에는 2.5mm/min의 속도로 2  가력 하 다. 시험체의 처짐을 측정하기 하여 

LVDT(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시험체의 앙부 하단에 설치하 으며 변형률의 측정을 

하여 시험체 압축연단의 콘크리트와 하부의 인장 철근에 Strain Gauge를 설치하 다. 

3. 실험 결과

3.1 시험체의 거동

시험체의 거동은 각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휨 괴의 양상을 보이며 유사한 거동을 나타냈

다. 기 균열 이 에는 선형 인 기울기의 증가를 보 으며 기 균열 이후 유효단면 2차모멘트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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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괴 형상 그림 2 하 -변  곡선

표 2 실험 결과

Specimen εt
Initial Crack Yield Load Ultimate Load Ductility 

IndexPcr(kN) δcr(mm) Pcr/Pult Pyield(kN) δyield(mm) Pult(kN) δult(mm)

NCB4 0.004 22.4 0.38 13 % 143.9 8.14 169.6 11.5 2.05

LCB4 0.004 15.2 0.470 9 % 156.5 10.21 160.9 11.5 1.59

LCB5 0.005 15.7 0.454 11 % 127.2 9.19 147.8 13.9 2.22

LCB6 0.006 16.2 0.458 12 % 100.8 7.28 133.7 13.0 2.78

LCB7 0.007 16.1 0.501 14 % 83.4 6.23 118.6 14.3 3.45

인한 기울기의 감소가 보이지만 철근의 항복 까지는 그래 가 선형 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균열 

이후에도 시험체가 탄성거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복 이후의 하 -변  곡선은 NCB4 시험체와 

LCB4 시험체를 제외한 경량 콘크리트 시험체에서 일정한 소성구간을 보이는 연성 거동을 하 으며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소성구간은 증가하 다. 이는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시험체의 

연성 거동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험체의 괴 형상은 그림 3과 같다. NCB4 시험체는 

143.9kN에서 철근의 항복에 도달하 으며 시험체  가장 높은 169.6kN의 최 하 을 나타냈었으며 이후 콘

크리트의 압괴에 의해 시험체가 괴되었다. 모든 경량 콘크리트 시험체는 NCB4 시험체보다 낮은 최 하

을 나타내었으며 콘크리트 압괴에 의한 시험체의 괴와 함께 격한 하 의 감소를 보 다. 각 시험체의 균

열 양상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모든 시험체에서 보의 앙부와 가력  사이에서 기 휨 균열이 발

생한 이후, 하 의 지속 인 증가에 따라 균열의 발생 부 가 보 받침 부분으로 차 확산되었으며 균열 폭

이 증가되어 보의 상부 쪽으로 균열이 진 되었다. NCB4 시험체는 최 하 의 13%에서 기 균열이 발생

하 으며 이때 0.38mm의 처짐을 나타내었다. 경량 콘크리트 시험체의 경우 최 하 의 9 ~ 14%에서 기 

균열이 발생하 으며 0.45mm ~ 0.5mm의 처짐을 나타냈다. 한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최 하 에 한 기 균열의 발생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 결과는 표 2에 정리하 다. 

3.2 연성지수  변형률

연성은 재료와 단면, 부재에 따라 구조물이 비탄성 변형에 항하는 성질을 말하며 연성비(Ductility 

Index)는 이러한 연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식 (1)과 같이 표 된다(Bernardo와 Lopes, 2004). 



×
     (1)

여기에서 는 최  하 에서의 변 이며 는 시험체가 항복 했을 때의 변 이다. 각 시험체의 연성지

수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으며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연성지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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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성 지수 그림 6 하 -변형률 그래

다. 기  시험체인 NCB4는 2.05의 연성지수를 보 으나 동일한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갖는 LCB4 

시험체는 1.59의 연성지수를 나타내었으며 LCB5시험체부터 연성지수 2를 넘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행 최외

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에 한 기 을 경량 콘크리트에 용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그림 6은 시험체 앙부의 최외단 철근과 압축 측 연단 콘크리트의 재하 단계별 변형률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시험체는 변형률 0.002 부근에서 모든 시험체의 철근이 항복하 으며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

률이 증가함에 따라 철근의 항복 하 이 격하게 감소하 다. 좌측의 그래 는 재하 단계별 휨 압축 측에서 

발생한 압축 측 연단의 콘크리트 변형률을 측정한 것으로 철근의 변형률과 유사한 양상을 보 으며 모든 시

험체가 변형률 0.003 부근에서 괴되었다. 

4. 결 론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에 따른 경량 콘크리트 보의 휨 성능을 평가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경량 콘크리트는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최 하 이 감소하 고 연성이 증가하

으나 KBC 2009에서 제시하는 기 으로 배근할 경우 연성지수 2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행 최소 

순인장 변형률 0.004를 용할 경우 충분한 연성거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경량 콘크리트에 

한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제한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항복 이후 소성구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순인장 변형률

이 시험체의 연성 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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