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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ssion lap splice becomes an important issue due to development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Based on the basic form of design equations for development lengths of deformed bars 

and hooks in tension, simplifed design equation of deformed bars in compression was proposed 

using regression analyses.

요  약

고강도 콘크리트의 용확 로 새로운 철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 의 인장 이음길이와 갈고리 정착길이 설계식과 같은 형

태를 활용하여, 사용이 편리한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제안하 다.

 

1. 서   론1)  

  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에 따라 철근 압축이음에 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 기

에 따르면, 압축이음길이가 인장이음길이보다 길어지는 기 상(奇現象)이 발생되어, 실무의 혼란

을 래하기도 한다. 자들은 실험  연구릍 통해, 콘크리트 강도가 높은 경우 압축이음길이를 

행설계기 보다 폭 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  방법에 근거하여 압축이음 설계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압축이음길이에 향을 주는 모든 설계인자를 정확히 고려한 설계식은 행 설

계기 의 다른 종류 이음길이 설계식 형태와 상이하여 실무  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된

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종류의 이음길이 설계식과 유사한 형태를 기본으로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단순화된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고자한다.

2. 단순화된 압축이음길이 설계식

  기존 연구에서 자들은 70MPa 콘크리트 이하에서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이음길이 산정을 

해 식(1)을 제안하 다. 이음길이가 fy
2에 비례하고 fck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콘크리트구조설계기 의 

인장 이음길이와 갈고리 정착길이의 기본 형태와 상이하다. 식(1)의 각 항들은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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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압축 이음길이 비교

압축이음강도의 발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고 있지만, 실무  에서 용에 어려움이 상된다.

 

 

≤  (1)

여기서, 이음 끝단에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δ=1 그러지 않은 경우 δ=0이며, Ktr=40Atr/sn, 상한값 

0.072fydb는 fy가 400 MPa를 과하는 경우 (0.13fy-24)db이다.

  식(1)을 이용하여 SD400, SD500철근에 해 콘크리트 강도별 요구되는 압축이음길이 데이터를 

산출한 후,  fy와 fck가 압축이음길이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식(2),(3),(4)를 기본형태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결과 식(5),(6),(7)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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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5)는 주어진 강도 범 에서 식(1)과 같은 

이음길이를 산정할 수 있으나, fy와 fck의 지수가 

2.58, 1.29로 복잡하다. 식(6)은 식(1)에서 사용하

고 있는 fy와 fck의 지수의 최 값을 그 로 사용

하여 비교  식(1)의 이음길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철근설계기 강도가 높은 경

우 안 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식(7)은 

구조설계기 의 인장 이음길이와 갈고리 정착길

이의 기본형태를 갖고 있으며, 계수값도 0.44로 

매우 평이한 형태의 식이다. 그러나 식(1)과 편

차가 심하며, 특히 철근설계기 강도가 높은 경

우 안 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결   론  

  고강도 콘크리트의 용확 로 새로운 철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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