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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비틀림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강도와 파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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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ubjected to pure torsion. The main parameters of the experimental tests were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and the ratio

of the transverse torsional reinforcement to the longitudinal torsional reinforcement.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ximum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required in ACI 318-05 code underestimated almost twice as much as the observed maximum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Comparisons between the tested and calculated torsional behaviors of the 102 beams showed that the torsional

failure modes of ACI 318-05 code disagreed with the observed failure modes. In addition, the torsion provisions in ACI 318-05 code

overestimate the torsional strength of the RC beams in which relatively large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were reinforced, while

underestimate for the beams with small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This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etical ultimate torsional

strength as given by the ACI 318-05 code and the experimental one can be due to neglecting the tension stiffening effect and the

contribution of the torsional strength by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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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CI에서 1971년에 채택한 비틀림 강도 평가식은 철

근콘크리트 부재의 비틀림 내력을 콘크리트에 의한 비틀

림 저항 Tc와 비틀림 보강근에 의한 비틀림 저항 Ts의 합

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Tc는 PCA (Portland Cement

Association)의 실험 결과
1)
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틀림 보

강근에 의한 비틀림 저항 Ts는 45도 공간 트러스 이론

(space truss theory)과 유사한 경사 휨 이론 (skewbending

theory)에 근거하여 유도하였다. 

이러한 비틀림 평가식은 MacGregor 등의 연구 결과
2)

에 근거하여 1995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비틀림 평가

식도 박판 튜브 이론 (thin walled theory)과 공간 트러스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콘크리트의 비틀림 저항을 배

제 하였으며, 비틀림 균열각도를 부재축방향 (이하, 종방

향) 및 부재축의 직각방향 (이하,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

의 양에 의하여 구하였다. 또한, 전단흐름 경로로 둘러

싸인 총 단면적은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폐쇄스터럽의 중심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면적

의 0.85배로 하였다. 

1995년에 개정된 ACI 기준식은 1995년 이전의 ACI 기

준식보다 간략하게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틀림 내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비틀림 내력에 미치는 콘크리트와 비

틀림 보강근의 상호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PCI-04 기준

4)
에서는 Zia와 Hsu의 연구내용

5)

을 바탕으로 기존 ACI 318-71 비틀림 내력 평가식과 유

사하게 비틀림 저항 성분을 콘크리트와 비틀림 보강근의

합으로 계산하고 있다. 

Eurocode 2
6)
와 일본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이

하 JSCE-02)에서도 ACI 기준식과 유사하게 박판 튜브

이론과 공간 트러스 이론에 근거하여 비틀림 내력식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 비틀림 단면에 대하여 두

기준식은 콘크리트 전단면적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들 세 기준의 비틀림 내력 평가식은 서로 유사하지만

비틀림 파괴모드에 대한 제한값에서는 다소 상이한 평가

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틀림 설계에서도 휨 설계나 전단 설계와 유사하게

최소 비틀림 보강근비, 비틀림 보강근의 최대 간격 및

최대 비틀림 보강근비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최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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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 보강근비와 비틀림 보강근의 최대 간격에 대한 규

정은 부재의 복부에 최초의 사인장균열이 발생할 때의

외력을 철근이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사인장균열이 발생

함과 동시에 부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인장균열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비틀림 보강근을 관

통하여 취성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균열폭이 사용성 한계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대 비

틀림 보강근비에 대한 규정은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콘크리트가 먼저 압축파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즉, 비틀림 보강근비가 균형철근비보다

많은 경우,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콘크리트

가 압축파괴하여 부재는 취성적인 파괴를 일으킨다.

ACI 318-05
8)
에서는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웨브콘크리트의 압축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 (1)과 같

이 실험적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된 식을 사용하고 있다.

EC2와 JSCE-02 기준에서는 입체 트러스 모델에 근거한

식 (2)와 식 (3)에 의하여 각각 웨브콘크리트의 압축파괴

를 방지하고 있다. 

(1)

(2)

(3)

여기서 fty는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항복강도, ρt는 횡

방향 비틀림 보강근비, fck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φ는

콘크리트의 압축경사대와 부재축이 이루는 각도 (비틀림

각도), ν는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 계수, Kt는 비틀림

계수, Am은 전단면적, tw는 속빈 단면의 두께, fwcd는 콘

크리트의 사인장 균열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최대 비틀림 보강근비에 대한 평가식은 기

준식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9개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실험을 수행하여 비틀림

보강근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비틀림 강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102개의 기존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기

준식의 파괴모드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체 

순수비틀림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파괴모

드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틀림 각도와 비틀림 보강근의

양을 변수로 하는 총 9개 철근콘크리트 보 실험체를 제

작하였다. 이들 실험체 중에서 T0 실험체는 실험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 비틀림 보강근이 배근되지

않았다. 실험체의 콘크리트 실린더 압축강도는 42.6 MPa

이며, 각 실험체의 상세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최대 비틀림 보강근비는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함과 동

시에 사인장 방향 콘크리트가 압축파괴하는 부재 (이하,

비틀림 균형파괴)에 배근된 철근비라 할 수 있다. 비틀

림 균형파괴에서는 양방향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므로

ACI 318-05에서는 식 (4)와 같이 비틀림 각도를 계산하

고 있다. 

(4)

여기서 과 는 각 방향의 철근비, fly

는 종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항복응력, fty는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항복응력, Al은 종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단면적,

At는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 (폐쇄스터럽)의 단면적, p0는

전단흐름 경로의 둘레길이, s는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간격, td(=Aoh / ph)는 단면의 가상 두께, ph는 최외곽 스터럽

의 중심선 둘레 길이, Aoh는 그에 둘러싸인 단면적이다.

실험에서는 종방향과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양이 거

의 동일한 T1 시리즈와 종방향 비틀림 보강근량이 횡방

향 비틀림 보강근량 보다 약 1.8배 더 많은 T2 시리즈로

구분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식 (4)에 의하면 T1 시

리즈의 경우 비틀림 균열각도는 약 45도, T2 시리즈는

약 37도이며, 각 시리즈에 해당하는 실험체를 각각 4개

씩 제작하였다. 또 다른 실험변수인 비틀림 보강근량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비틀림 보강근량의

비가 약 10%~40%까지 변화하도록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ftyρt
2

3
--- fck φtan=

ftyρt νfcksin2φ=

ftyρt

Kt

2Amtw
--------------- fwcd φtan=

cot2φ
ρl fly

ρt fty
-----------=

ρl =
Al

potd 

-----------⎝ ⎠
⎛ ⎞ ρt =

At

std 

--------⎝ ⎠
⎛ ⎞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s and material properties

Specimens
fck

(MPa)

Longitudinal reinforcement Transverse reinforcement

Steel bars ρl fly (MPa) Steel bars s (mm) ρt fty (MPa)

T0 42.6 - - - - - - - - -

T1-1 42.6 0.90 0.13 4-D13 0.00629 410 D10 130 0.00772 370

T1-2 42.6 0.88 0.19 6-D13 0.00943 410 D10 85 0.0118 370

T1-3 42.6 0.90 0.26 8-D13 0.01258 410 D10 65 0.0154 370

T1-4 42.6 0.89 0.38 6-D16 0.01478 510 D13 75 0.0240 355

T2-1 42.6 1.99 0.10 4-D13 0.00629 410 D10 225 0.00394 370

T2-2 42.6 1.75 0.19 4-D16 0.00986 510 D10 130 0.00772 370

T2-3 42.6 1.78 0.28 6-D16 0.01478 510 D10 88 0.0114 370

T2-4 42.6 1.79 0.33 2-D13, 4-D19 0.01737  512.4 D10 75 0.0134 370

ρl fly

ρt fty
-----------

ρl fly ρt  fty+( )
f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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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체 형상 및 배근

단면이 300 × 350 mm인 철근콘크리트 보를 Figs. 1과 2

에서와 같이 순수비틀림을 받아 파괴되는 보 실험구역

(1,500 mm)과 비틀림모멘트를 전달하는 지점 근처의 하중

전달 구역 (750 mm)으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횡방향 비틀

림 보강근은 D10과 D13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의 단면 중

심간 간격이 260 × 310 mm인 폐쇄형 비틀림 보강근 (스

터럽)을 사용하였다. 종방향 비틀림 보강근으로는 D13,

D16 및 D19 철근을 사용하였다. 실험체의 지점 근처에서

비틀림모멘트를 보 부분으로 전달하는 하중 전달 구간

(750 mm)에는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을 실험부분보다 많

은 5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하중 전달 부위에서 비틀

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Fig. 1 참조). 

2.3 가력 및 측정 방법

가력은 실험체 중앙 상부에서 3~5 kN/min의 재하속도

로 가력하였다 (Fig. 2). 실험체의 가력면 상부에 H-형강

을 이용하여 실험체 양단에 설치된 비틀림모멘트 팔길이

가 700 mm인 2개의 프레임에 균등하게 비틀림모멘트가

전달되게 하였다. 실험체의 양 측면에 4개의 LVDT를 설

치하여 비틀림모멘트 회전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비틀림

위험단면에서 발생하는 종방향, 횡방향의 평균변형률과

전단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 측면에 5개의 LVDT

를 설치하였다 (Fig. 2). 횡방향 및 종방향 비틀림 보강

근의 변형률은 5 mm 길이의 변형률게이지를 각각 부착

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초당 2번 수집하였으며

하중은 최대 강도의 8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가력하

였다. 

3. 실험 결과

3.1 실험체 파괴양상 

모든 실험체는 비틀림에 의하여 파괴하였다. 비틀림 보

강근이 없는 실험체 T0는 비틀림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

에 취성적으로 파괴하였다. T0의 파괴 형태는 PCA 실험
1)

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하게 Fig. 3과 같이 균열의 각도

가 부재축과 약 45도로 진전되다가 90도로 변화하였다.

Fig. 2 Loading system and locations of LVDTs

Fig. 1 Overall dimensions of beam (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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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 보강근이 있는 T1시리즈와 T2시리즈 실험체는

비틀림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도 비틀림모멘트와 비틀림

회전각이 증가하였으며 비틀림 각도는 약 45도에 가까

웠다 (Fig. 3). 비틀림 균열의 수는 비틀림 보강근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지만, 비틀림 균열의 폭은 보강

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비틀림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 비틀림 강성은 크게 감

소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양방향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

한 이후에 파괴하였다. 비틀림 균열은 실험체의 4면에

일정한 기울기로 발생하였으며 비틀림 보강 철근이 적은

실험체일수록 취성적으로 파괴하였다. 

3.2 비틀림모멘트-회전각 관계 

실험체의 비틀림모멘트-회전각 곡선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Fig. 4에서는 기본 실험체 (T0)와 비틀림 보강 실

험체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비틀림모멘트는 비

틀림 보강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을 130 mm로 배근

한 실험체 T1-1의 최대 비틀림모멘트는 32.9 kN . m이었

지만, 65 mm로 배근한 실험체 T1-3의 최대 비틀림모멘

트는 54.1 kN . m이었다. 

비틀림 균열각도가 작을수록 비틀림 내력은 감소하였

다. 비틀림 균열각도가 약 37도인 T2 시리즈 실험체의

비틀림 내력은 동일한 전체 비틀림 보강 철근이 배근되

어 있으면서 비틀림 균열각도가 약 45도인 T1 시리즈 실

험체의 비틀림 내력보다 작았다. 

비틀림 균열강도는 비틀림 보강근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서 증가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대 비틀림

모멘트에 상응하는 비틀림 회전각은 비틀림 보강근이 증

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모든 실험체의 비틀림 균열

발생 모멘트, 철근항복시의 모멘트, 최대 비틀림모멘트

및 각 비틀림모멘트에 상응하는 비틀림 회전각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3 횡방향과 종방향 평균변형률

실험에서 측정한 횡방향과 종방향 평균변형률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양방향의 평균변형률은 실험체 측면에

설치된 LVDT로 측정하였다. 횡방향과 종방향에 보강근

이 균일하게 배근된 T1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에는 두 방

향의 평균변형률이 거의 유사하였다. 보강근량이 적은 T1-

1 실험체는 평균변형률이 항복변형률의 약 10배인 0.0209

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강근량이 많은 T1-4 실험체

의 경우에는 평균변형률이 철근의 항복변형률보다는 크

지만 T1-1 실험체에 비하여 약 4배 작았다. 

종방향 보강근량이 횡방향 보강근량의 약 1.75배인 T2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에는 횡방향 평균변형률이 종방향

평균변형률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보강근량과 변형률의Fig. 3 Photos of specimens after test

Fig. 4 Torque vs. twist relationships of test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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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어서는 T1 시리즈와 유사하게 철근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서 종방향과 횡방향의 변형률이 감소하였다.

T2-1 실험체의 비틀림 내력에 상응하는 횡방향 평균변형

률은 약 0.0173이었지만, T2-4 실험체의 변형률은 0.0028

로 큰 차이를 보였다. 

4. 비틀림 파괴모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비틀림 강

도에 대한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량의 관계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는 ACI 318-05, EC2, JSCE-02 기준의

최대 비틀림 보강근량을 표시하였다. 실험에서 T1 시리

즈 실험체는 횡방향 보강근이 항복한 후에 파괴하였지만,

ACI 318-05에서는 보강근량이 4.63 MPa 이상일 경우 횡

방향 보강근이 항복하지 않고 웨브콘크리트가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험과 기준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JSCE-02의 경우에도 최대 보강근량을 4.15 MPa로 규

정하여 ACI 318-05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를 이용하는 EC2는 매우 정확

하게 파괴모드를 예측하였다. T2 시리즈 실험체의 파괴

모드와 기준식의 비교 결과도 T1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와 유사하였다 (Fig. 5(b)). 실험체는 모두 양방향 철근이

항복하여 파괴하였으나, ACI 318-05 및 JSCE-02는 최대

보강근량을 각각 3.49 MPa과 3.12 MPa로 규정하여 실험

결과와 약 1.7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틀림 파괴모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ACI 318-05, EC2 및 JSCE-02 기준식의 파

괴모드를 PCA, 토론토대학교 및 캘거리대학교 등에서

수행된 총 102개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1,3,9-11)

 모든

실험체는 순수비틀림을 받았으며, 콘크리트압축강도는

14~109.8 MPa이었다. 비틀림 보강근의 최대 항복강도는

672 MPa 이었으며, 종방향과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차

이는 1~6.6배이었다. 총 102개 실험체 중에서 71개 실험

체는 양방향의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한 이후 콘크리트가

압축파괴 하였으며, 나머지 31개 실험체는 한 방향 이상

의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콘크리트가 압축파

괴 하였다. 

ACI 318-05, EC2 및 JSCE-02 기준에서 계산한 비틀림

모멘트와 총 102개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실험 결

과를 Fig. 6에서 비교하였다. 기준들은 모두 입체 트러스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

하고 있다. 

(5)

여기서 Ao는 전단흐름 경로로 둘러싸인 총 단면적으로

ACI 318-05에서는 폐쇄스터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

적의 0.85배, 즉, 0.85 Aoh로 계산하고 있지만, EC2와

JSCE-02에서는 전단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Fig. 6의 가로축은 총 비틀림 보강근의 양을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로 나눈 값 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실험에서 측정된 비틀림모멘트를 각 기준에서

계산한 결과로 나눈 값이다. Fig. 6의 모든 비교는 기준

에서 규정하는 웨브콘크리트의 압축파괴를 무시하고 인

T
2AoAt  fty

s
--------------------- φcot=

ρt fty ρl fly +( )/fck[ ]

Table 2 Torsional moment, twist angle, and average strains in

both directions of specimens

Specimens
Tcr

(kN-m)

θcr

(rad/m)

Tu

(kN-m)

θu

(rad/m)
εt εl

T0 23.2 0.0015 23.2 0.0015 - -

T1-1 28.9 0.0020 32.9 0.0326 0.0209 0.0182

T1-2 31.4 0.0023 42.9 0.0393 0.0145 0.0135

T1-3 31.8 0.0027 54.1 0.0420 0.0104 0.0083

T1-4 33.7 0.0033 62.4 0.0580 0.0053 0.0043

T2-1 26.5 0.0017 26.1 0.0237 0.0215 0.0173

T2-2 26.9 0.0020 38.1 0.0383 0.0184 0.0184

T2-3 29.8 0.0023 50.2 0.0496 0.0120 0.0039

T2-4 29.9 0.0042 56.4 0.0487 0.0108 0.0028

Tcr : torsional moment at cracking, θcr : twist angle correspond-

ing to Tcr, Tu : torsional moment, θu : twist angle corresponding

to Tu, εt and εl : average strains in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directions, respectively

Fig. 5 Torque vs. amount of torsional reinforcement  curves

of test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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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괴만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따라서 웨브콘크

리트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실제 값을 과대평가할 수 있

다. 실험 결과는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는 경우 (under-

reinforced)와 항복하지 않고 웨브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경

우 (over-reinforced)로 구분하였다. 

Fig. 6에서 비틀림 보강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ρt fty +

ρl fly) / fck < 0.3], ACI 318-05, EC2 및 JSCE-02 기준식은

실제 비틀림모멘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준

식에서 비틀림 보강근의 인장 증강 효과 (tension stiffening

effect)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실제 철근콘크리트 보가 비틀림을 받

을 경우, 비틀림 보강근의 양이 적으면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콘크리트 인장강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의 비틀림 보강근의 응력은

항복응력을 초과하게 된다. 

비틀림 보강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ρt fty + ρl fly) /fck

> 0.3], ACI 318-05, EC2, JSCE-02 기준식은 실제 비틀

림모멘트를 과대평가하였다. 이는 비틀림 보강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보강근이 항복하지 않거나, 항복강도가 평

균항복응력보다는 크지만 철근 항복응력보다는 작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비교한 실험체에 대한 계산 결과와 실

험 결과는 Appendix 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가 압축파괴

하는 경우에는 식 (5)에 철근의 항복강도를 대입하여 사

용할 수 없으므로 압축파괴하는 실험체에 대한 계산 결

과는 표기하지 않았다. 

각 기준식이 예측하고 있는 파괴모드의 정확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파괴모드와 기준에서 예측

하고 있는 파괴모드를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그

Fig. 6 Comparisons of observed and calculated torsional

strengths

Fig. 7 Comparisons of observed and calculated torsional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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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기준식의 파괴모드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

는 경우를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각 기준식

은 (ρt fty + ρl fly) / fck = 0.3을 전후로 하여 기준식의 파괴모

드와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적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ACI 318-05와 JSCE-02는

실제 파괴모드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입체 트러스 모

델에 근거하여 제안된 EC2의 경우에는 실제 비틀림 파

괴모드를 다른 기준식에 비하여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5. 결 론

입체 트러스 이론 및 박판 튜브 이론에 근거한 비틀림

모멘트 평가식을 사용하고 있는 ACI 318-05, EC2 및

JSCE-02 기준에서는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웨브콘크리트가 압축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

대 비틀림 보강근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 기준에 의하

여 계산된 최대 비틀림 보강근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

가 난다. 

이 연구에서는 총 9개의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실

험을 수행하여 비틀림 보강근량의 변화에 따른 비틀림

강도 및 비틀림 파괴모드를 연구하였다. 또한 102개의

기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식의 파괴모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연구에서 수행된 9개 실험체는 모두 양방향 비

틀림 보강근이 항복하여 파괴하였지만, ACI 318-05

및 JSCE-02 기준은 최대 보강근량을 약 1.7배 이상

과소평가하였다. 반면에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를

이용하는 EC2 기준은 비교적 정확하게 9개 실험체

의 파괴모드를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EC2 기준식

이 다른 기준식에 비하여 입체 트러스 모델에 근거

하여 과대철근의 경계점을 정하였고, 비교적 간단

한 유효압축강도식을 사용하여 비틀림 보강근의 양

에 따라서 달라지는 콘크리트의 강도저감을 적절하

게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비틀림 균열각도가 약 37도인 T2 시리즈 실험체의

비틀림 내력은 전체 비틀림 보강근의 양이 동일하

면서 균열각도가 약 45도인 T1 시리즈 실험체의 비

틀림 내력보다 작았다. 

3) 비틀림 보강근이 항복한 후에 파괴하는 71개 기존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비틀림 보강근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경우 [(ρt fty + ρl fly) /fck < 0.3]에 ACI 318-

05, EC2 및 JSCE-02 기준식은 실제 비틀림모멘트

를 과소평가하였다. 

4) ACI 318-05 및 JSCE-02 기준식은 (ρt fty + ρl fly) /

fck = 0.3을 전후로 하여 비틀림 파괴모드를 정확하

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입체 트러스 모델에

근거하여 제안된 EC2 기준식은 실제 비틀림 파괴

모드를 다른 기준식에 비하여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5) 비틀림 파괴모드 예측은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C2 기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효압축강도 평가식은 콘크리

트의 주인장변형률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

로 주인장변형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다양한 유효압축강도 평가식을 이용하여 비틀림

파괴모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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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순수비틀림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성능에 관한 해석적·실험적 연구 결과를 나타

내었다. 주요 실험변수는 비틀림 보강근의 양과 비틀림 각도 즉, 종방향 비틀림 보강근에 대한 횡방향 비틀림 보강근의

비이다. 실험에 의하면 ACI 318-05 기준식은 최대 비틀림 보강근의 양을 약 2배 과소평가하였다. 비틀림 보강근이 항

복한 후에 파괴하는 102개 철근콘크리트 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ACI 318-05 기준식은 파괴모드가 변화하는 구

간에서 비틀림 파괴모드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ACI 318-05 비틀림 기준식은 비틀림 보강근량이 상대적

으로 많이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경우 비틀림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비틀림 보강근량이 작은 경우에는 실제

비틀림모멘트를 과소평가하였다. 실험 결과와 ACI 318-05 기준식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기준식에서 비틀림 보강근의

인장증강효과와 콘크리트의 비틀림 강도에 대한 기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순수비틀림, 비틀림 강도, 최대 비틀림 보강근량, 철근콘크리트 보 

Appendix 1 (Continued)

Speci-

mens

Torsional strength (kN.m) Failure mode
Speci-

mens

Torsional strength (kN.m) Failure mode

Test
ACI

318-05

EC2,

JSCE-02
Test

ACI

318-05
EC2

JSCE

-02
Test

ACI

318-05

EC2,

JSCE-02
Test

ACI 

318-05
EC2

JSCE

-02

b1
P

22.26 19.13 22.50 T T T T j3
P

35.25 - - C C T C

b2
P

29.26 28.64 33.69 T T T T j4
P

40.68 - - C C C C

b3
P

37.51 41.41 48.72 T C T C pt4
T

70.00 68.16 80.19 T T T C

b4
P

47.34 56.44 66.40 T C T C pt5
T

65.20 63.03 74.15 T T T C

b5
P

56.16 - - C C T C p6
T

99.41 133.86 157.48 T C T C

b6
P

61.69 - - C C C C a1
C

12.50 9.59 11.28 T T T T

b7
P

26.89 27.56 32.42 T T T T a1r
C

13.10 9.59 11.28 T T T T

b8
P

32.54 41.30 48.58 T C T C a2
C

22.60 18.41 21.66 T T T T

b9
P

29.83 28.62 33.67 T T T T a3
C

27.80 26.23 30.86 T C T C

b10
P

34.35 44.21 52.01 T C T C a4
C

34.50 36.85 43.36 T C T C

d1
P

22.37 19.61 23.07 T T T T b1
C

12.30 8.77 10.32 T T T T

d2
P

27.68 29.41 34.60 T T T T b1r
C

12.80 8.77 10.32 T T T T

d3
P

39.09 43.08 50.68 T C T C b2
C

20.80 16.56 19.48 T T T T

d4
P

47.91 58.19 68.46 T C T C b3
C

25.30 23.91 28.13 T C T C

m1
P

30.39 24.96 29.36 T T T T b4
C

31.80 33.35 39.24 T C T C

m2
P

40.56 35.78 42.09 T T T T N-06-06
F

79.7 71.70 84.35 T T T T

m3
P

43.84 46.17 54.32 T C T C N-06-12
F

95.2 97.88 115.15 T T T T

m4
P

49.60 - - C C T C N-12-12
F

116.8 138.42 162.84 T C T C

m5
P

55.70 - - C C T C N-12-16
F

138.0 - - C C T C

m6
P

60.11 - - C C C C N-20-20
F

158.0 - - C C C C

i2
P

36.04 30.50 35.89 T T T T N-07-10
F

111.7 99.17 116.66 T T T C

i3
P

45.65 43.25 50.88 T T T T N-14-10
F

125.0 132.70 156.11 T C T C

i4
P

58.08 56.25 66.18 T C T C N-07-16
F

117.3 125.44 147.57 T C T C

i5
P

70.73 73.51 86.49 T C T C H-06-06
F

92.0 71.70 84.35 T T T T

i6
P

76.72 - - C C T C H-06-12
F

115.1 97.88 115.15 T T T T

g1
P

26.78 21.54 25.34 T T T T H-12-12
F

155.3 138.42 162.84 T T T T

g2
P

40.34 33.19 39.05 T T T T H-12-16
F

196.0 180.00 211.76 T C T C

g3
P

49.60 47.62 56.03 T T T T H-20-20
F

239.0 - - C C T C

g4
P

64.86 62.98 74.10 T C T C H-07-10
F

126.7 99.17 116.66 T T T T

g5
P

71.98 - - C C T C H-14-10
F

135.2 132.70 156.11 T T T T

g6
P

39.09 33.15 39.00 T T T T H-07-16
F

144.5 125.44 147.57 T T T T

g7
P

52.65 48.69 57.28 T T T T B30.1
R

16.62 - - C C C C

g8
P

73.45 - - C C T C B30.2
R

15.29 - - C C C C

n1
P

9.09 7.45 8.77 T T T T B30.3
R

15.25 - - C C C C

n1a
P

8.99 7.42 8.73 T T T T B50.1
R

19.95 - - C C C C

n2
P

14.46 13.04 15.34 T C T C B50.2
R

18.46 - - 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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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peci-

mens

Torsional strength (kN.m) Failure mode
Speci-

mens

Torsional strength (kN.m) Failure mode

Test
ACI

318-05

EC2,

JSCE-02
Test

ACI

318-05
EC2

JSCE

-02
Test

ACI

318-05

EC2,

JSCE-02
Test

ACI 

318-05
EC2

JSCE

-02

n2a
P

13.22 13.49 15.87 T C T C B50.3
R

19.13 - - C C C C

n3
P

12.20 11.14 13.11 T T T T B70.1
R

20.06 - - C C C C

n4
P

15.70 - - C C T C B70.2
R

20.74 - - C C C C

k1
P

15.36 11.54 13.58 T T T T B70.3
R

20.96 - - C C C C

k2
P

23.73 20.19 23.75 T T T T B110.1
R

24.72 - - C C C C

k3
P

28.47 29.44 34.64 T C T C B110.2
R

23.62 - - C C C C

k4
P

35.03 45.34 53.34 C C T C B110.3
R

24.77 - - C C C C

c1
P

11.30 8.90 10.47 T T T T T1-1 32.86 26.35 31.00 T T T T

c2
P

15.25 16.19 19.04 T T T T T1-2 45.89 39.91 46.96 T T T C

c3
P

20.00 24.23 28.50 T C T C T1-3 54.05 52.70 62.01 T C T C

c4
P

25.31 - - C C T C T1-4 62.41 77.47 91.15 T C T C

c5
P

29.71 - - C C C C T2-1 26.05 20.03 23.57 T T T T

c6
P

34.23 - - C C C C T2-2 38.11 36.80 43.29 T T T T

j1
P

21.47 19.68 23.16 T T T T T2-3 50.16 54.78 64.44 T C T C

j2
P

29.15 - - C C T C T2-4 56.39 64.47 75.85 T C T C

T : tension failure (under-reinforced), C : compression failure (over-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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