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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ment redistribution in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beams is very feasible phenomenon, by which the effi-

ciency and the economy in designing reinforced concrete members can be enhanced. Howev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behavior

by moment redistribution phenomenon, it is desirable to verify its mechanism experimentally considering tension stiffening effect,

the relationship of moment redistribution and beam deflection, crack pattern, and effective stiffness. Six reinforced concrete con-

tinuous beam specimens were fabricated, and each specimen had a dimension of 250 mm × 350 mm and 7,000 mm long. The loca-

tion of de-bonding was taken as the primary test parameter to investigate tension stiffening effect. The moment redistribution ratio

of the specimens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de-bonding, and in particular no moment redistribution was observed

when de-bonding exist at both ends, the maximum negative moment region and the maximum positive moment region. 

Keywords : continuous beam, moment redistribution, tension stiffening effect, maximum crack width, crack spacing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에서 한계상태설계법과 같은 정

밀한 설계기준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비탄성거동은 많은 구조설계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

이 되어왔다.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는 부재의 비탄성

거동에 의하여 모멘트가 재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연속보의 부재 단면을 보다 작게 설계할 수 있

다.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는 최대 부모멘트가 발생하

였을 경우 단순보에서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붕괴가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부모멘트의 일정 비율이 정모

멘트 구간으로 재분배되기 때문에 탄성해석에 의해 계산

된 하중보다 더 큰 하중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
과 미국의 ACI 318-05

기준
2)
에서는 모멘트재분배 현상에 의하여 최대 부모멘

트의 20% 이내에서 부모멘트를 증감시켜 콘크리트 구조

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 모멘트재분배 현상이 발생

하는 과정에서 처짐과 균열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아, 구조물의 사용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멘트

재분배시의 처짐과 균열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과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는 인장을 받는 부분에

서의 콘크리트 역할이 무시되고, 균열발생에 따른 균열

면에서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 분담과 같은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구조물의 사용성을 정확

히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멘트재분배

를 부재 설계 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 사용성과 관련이 있는 처짐과 균열 등을 검토하고,

모멘트재분배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연속보를 대상으

로 하여 국내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부재 단면과 철근비에 의한 모멘트재분배율과 미국의

ACI 318-05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장철근의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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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멘트를 이용하여 산정되는 모멘트재분배율을 비교

해 보고,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의 인장증강 효과가 모

멘트재분배와 균열폭 및 균열 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

험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인장증강 효과 및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의 

모멘트재분배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인장증강 효과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철근

과 콘크리트가 함께 인장력에 대해 저항하지만, 첫 균열

이 발생하면 균열이 발생한 곳 부근의 부재 인장응력은

철근에 의해서만 지지된다.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 안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한 단면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모두 철근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균열과 균열 사이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의

해 철근으로부터 전달되는 인장력의 일부를 콘크리트가

부담하여, 철근의 인장강성을 증가시켜주는 인장증강 효

과가 발생한다. CEB-FIP Model Code
3)
에서는 인장증강

효과를 Fig. 1과 같이 모델화하였으며, 인장증강 효과를

식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여기서 βt =하중 조건에 대한 상수

fct =콘크리트 인장강도

Es =철근 탄성계수

또한 Collins
4)
와 Mitchell

5,6)
의 연구에서는 Fig. 2와 같

은 응력-변형률 관계로부터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의 압

축응력과 인장응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3)

여기서 fc =균열이 있는 면에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여기서 εc =콘크리트 변형률

여기서 =콘크리트 극한변형률

여기서 α1 =철근 부착 특성에 대한 상수

여기서 α2 =하중 조건에 대한 상수

여기서 fcr =콘크리트 인장강도

인장증강 효과는 첫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철근의 항복점에 도

달하면 인장증강 효과가 거의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7)
. 또한 휨 부재에서의 인장증강 효과는 부재

의 극한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하중-처짐 관

계 및 균열 양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8)
 처

짐이나 균열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장증강 효과가 고

려되어야 한다.

2.2 연속보의 모멘트재분배

 

정정구조물인 단순보에서는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붕괴가 발생하는 데 비해 Fig. 3과 같은 부정

정구조물인 연속보에서는 단순보와 달리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의 인장철근이 항복한 후에도 잉여력에 의

하여 붕괴되지 않고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 소

성힌지가 생기게 된다. 이 소성힌지에서는 추가 하중에

의해 증가된 모멘트에 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구조시스

템의 저항 형태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추가 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극한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부재의 중앙부로 전달되는 모멘트재분배 현상을 일

으키게 된다. 모멘트재분배가 발생한 후에는 정모멘트와

부모멘트의 상대적인 비율이 탄성해석에 근거한 계산과

TSE βt

fct

Es ρ⋅
-------------⋅=

fc fck 2
εc

εc′
------

εc

εc′
------⎝ ⎠
⎛ ⎞–

2

=

fct

α
1
α
2  fcr

1 500εc+
---------------------------=

εc′

Fig. 1 Tension stiffening effect

Fig. 2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3 Continuous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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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되며, 소성 힌지의 회전 능력에 따라 모멘트재분

배량이 결정된다
9-12)

.

2.3 모멘트재분배율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는 근사 해법에 의해 휨모멘

트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태의 하중 조합

이든 관계없이 탄성이론에 의해 산정한 연속된 휨 부재

에서의 부모멘트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

멘트재분배율을 식 (4)와 같이 부재의 철근비를 이용하

여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4)

여기서 ρ =인장철근비 

ρ' =압축철근비 

ρb =균형철근비 

또한 모멘트재분배는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0.5 ρb

이하의 철근비를 가지는 단면에 대해서만 부모멘트의 20%

이내에서 모멘트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0.5 ρb 이상의 철근비를 가지는 단면에 대해서는 모멘트

재분배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ACI 318-05 기준에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비탄

성거동과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여 모멘트재분배를 정

의하였으며, 모멘트재분배율은 부재 단면의 압축 측에서

가장 먼 철근의 인장변형률 εt를 식 (5)와 (6)으로 계산

하여 재분배시킬 부모멘트의 최대 20% 내에서 1,000εt 만

큼 재분배를 허용하고 있다
2,13,14)

.

 (5)

 (6)

여기서 dt =부재단면의 압축측 표면에서 인장측 최외단철

여기서 근까지의 거리 

여기서 c =중립축 높이

여기서 

여기서 a =등가 응력 블록의 높이

 

여기서  

여기서 Mn =부재의 공칭모멘트 

여기서 b =부재 단면의 폭

여기서 d =부재의 유효 깊이 

여기서 fck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또한 철근의 인장변형률 εt가 0.0075 이상이 되면 비율

만큼 지점의 부모멘트를 재분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모멘트재분배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

은 탄성 영역에서 부재의 과도한 균열발생을 피하기 위

한 것이다
15)

.

 

3. 구조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비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순경간

의 길이 등에 따른 모멘트재분배율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많이 이뤄졌다
10,16,17)

. 특히 고만영 등
16)
은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인장철근의 종류, 압축철근과 인장

철근의 비, 순경간 길이를 변수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가 60 N/mm
2
~80 N/mm

2
인 경우의 고

강도콘크리트에 대한 새로운 모멘트재분배율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새로 제안된 식은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SD 40 철근에 대해서 철근비 (ρ - ρ') / ρb에 의한 허용 모멘

트재 분배율 산정식을 제안하였으며, SD 40 철근보다 고

강도철근을 사용할 경우 허용 모멘트재분배율은 감소하

고, 2 경간 연속보에서 양쪽 단부가 고정단인 경우 양쪽

단부가 힌지인 경우보다 더 높은 소성회전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재의 세장비가 증가할수록 요구

되는 소성회전도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모멘트재분배율

이 증가할수록 지점에서 형성된 정정보의 세장비는 감소

하고, 압축철근비가 증가될수록 모멘트재분배량은 증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16)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철근의 부착 여부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의 모멘트재분배율을 비교 분석하고, 연속보에서

균열폭과 균열의 간격이 모멘트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비

부착 구간의 위치를 변수로 하여 총 6개의 시험체를 제

작하였다. 각 시험체 이름에서의 C는 연속보를, A와 B

는 지점 상부 철근의 부착 상태를 의미하며, X와 Y는

가력점 하부 철근의 부착 상태를 나타낸다. A와 X는 비

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이고, B와 Y는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를 나타내며, 시험체 이름의 마지막 숫자인

1은 전단 위험 구간의 스터럽 간격이 200 mm, 2는

150 mm, 3은 100 mm임을 뜻한다. 시험체 타설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시험체 단면은 Fig. 4와 같이 계획하였다. 시험체의 전체

길이는 7,000 mm로 하였고, 보의 전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스터럽을 설치하였다. 또한 각 시

험체마다 Fig. 6에 표시된 위치에 와이어 스트레인게이

지를 부착하여 주근의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β 20 1
ρ ρ′–

ρb

--------------–⎝ ⎠
⎛ ⎞=

εt 0.003
dt

c
---- 1–⎝ ⎠
⎛ ⎞=

εt 0.003
β
1

1 1
40

17
------

Rn

fck

-----––

----------------------------------- 1–=

β
1

a

c
---=

Rn

Mn

b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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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지점은 보의 상부 철근에, 그리고 가력점과 중앙

부에는 보의 하부철근에 와이어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

하였다. 비부착 시험체에서는 주인장 철근의 리브와 마

디를 석고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메운 후, 그 위에

테이프를 감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효과를 인

위적으로 제거하였다. 

3.2 실험 방법

시험체는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00 kN 용량

의 오일잭 및 가력용 형강을 사용하여 시험체의 상부에

2점 집중하중으로 단조 가력하였으며, 가력 속도는 분당

5 kN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부는 연속보의 조건과 같게

하기위하여 Fig. 8과 같이 500 kN 용량의 오일잭을 사용

하여 양 지점의 안쪽과 바깥쪽 처짐의 평균을 내어 지

Table 1 Details of test specimens

Specimens
Support

condition

Length

 (mm)

Concrete

cover at the 

center of bar

(mm)

Tension 

reinforcement

Tension reinforcement Shear reinforcement

VariableEnd

top bar

Middle 

bottom bar
Shear span

Moment 

uniformly span

CAX-1

Continuous

Total length

7,000 

Cantilever

1,050 

Inner span

4,400 

 Inner shear 

span

1,400 

40 3-D19

Bonded Bonded

D10@200 D10@300
Continuous 

beam bonded 

or de-bonded

Moment

redistribution

Crack width

Crack spacing

CAX-2 D10@150 D10@300

CAX-3 D10@100 D10@300

CAY-2 Bonded De-bonded

D10@150 D10@300CBX-2

CBY-2
De-bonded

Bonded

De-bonded

Table 2 Mix proportion of concrete

fck
(MPa)

W/C

(%)

Unit weight (kg/m
3
)

Cement Water Sand Coarse aggregate Admixture

24 47.2 347 164 877 950 1.04

Fig. 4 Cross section of specimen

Fig. 5 Reinforcing detail of specimen

Fig. 6 Location of wire strain gauge

Fig. 7 Test set-up

Fig. 8 End displacem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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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처짐과 단부 처짐을 실험 시작 전과 동일하게 유지

시켜 주는 방법으로 단부 변위를 제어하였다. Fig. 9에

나타낸 것처럼 시험체의 지점 중심간 거리는 4,400 mm

이며,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는 양 지점에서 1,400 mm 떨

어진 곳으로 하였다. 시험체의 수직 변위 측정을 위해

Fig. 10과 같이 지점, 가력점 및 중앙부, 단부에 자동 수

직 변위계를 설치하였으며, 매 초당 중앙부의 하중 및

변위, 철근의 변형률 등을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수

집하였다.

또한 균열폭은 균열폭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각 하중 단계별로 균열폭을 측정하였으며,

시험체 표면에 가로 100 mm, 세로 50 mm 간격으로 선

을 그어 각 하중 단계마다 균열의 발생 및 진행 상황을

시험체에 직접 표시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재료 성능

이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24 N/mm
2
로 계

획하였으나 재료 시험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SD40 재질의 D19 철근의 응

력-변형률 곡선은 Fig. 11과 같으며, 재료 시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의 분석에는 재료 시험

을 통해 얻은 평균 콘크리트 압축강도인 27.7 N/mm
2
와

평균 철근 항복응력인 446 N/mm
2
를 사용하였다.

4.2 하중-처짐 관계

각 시험체의 하중-중앙부 처짐 곡선은 Fig. 12와 같으

며, 6개 시험체 모두 초기 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선

형탄성거동을 하여 처짐이 하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모든 시험체의 거동은 유사하게 나타났으

나, 지점 부근에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인장증강

효과가 제거된 시험체) CBX-2와 CBY-2의 경우 부착되

어 있는 시험체에 비해 중앙부의 처짐이 크게 관찰되었

다. 모든 시험체는 양 지점 상부 인장철근이 항복 변형

률을 넘으면서 하중에 대한 중앙부의 처짐 증가 비율이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전단파괴가 발생한 시험체 CAX-

1을 제외한 모든 시험체에서는 가력점에서 압괴가 발생

하여 파괴에 이르는 양상을 보였다.

Fig. 9 Supports and loading condition

Fig. 10 Location of displacement measured

Fig. 11 Reinforcement stress-strain curve

Table 3 Result of concrete test

Design strength

(N/mm
2
)

Test compressive 

strength (N/mm
2
)

Compressive strength

average (N/mm
2
)

24

27.5

27.727.8

27.7

Table 4 Result of reinforcement test

Bar No.
Yielding stress

(N/mm
2
)

Mean yielding stress

(N/mm
2
)

D19-1 443

446D19-2 448

D19-3 446

Fig. 12 Load-defl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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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착 구간의 위치에 따른 모든 시험체의 하중 단계

별 중앙부 처짐 비교 그래프는 Fig. 13과 같다. 지점에

인장증강 효과가 제거된 시험체에서는 지점 부분에 최초

의 균열이 발생한 후 부터 처짐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

점에 비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에 비해 최대 42%까지

중앙부의 처짐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점에서 균열발생 후

비부착의 영향으로 균열에 변형이 집중되면서 부재의 휨

강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큰 회전각이 발생되

어 중앙부의 처짐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결과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지점뿐만 아니라 중앙부에도 비부착이 있

는 시험체의 경우 지점에만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 하중에서 중앙부의 처짐이 최대

7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부착 구

간의 위치에 따라 시험체의 처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비부착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균열이 발

생되고 변형이 균열에 집중되어 휨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균열과 균열 사이의 콘크리트가 철근과의 비부착으로 인

해 철근의 인장증강 효과도 발생되지 않아서 동일한 하

중 하에서 부착 시험체에 비해 철근이 부담해야하는 인

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4.3 하중-변형률, 변형률-모멘트 관계

시험체의 변수인 비부착 구간의 유무가 모멘트재분배

에 미치는 영향은 Fig. 14와 같이 모멘트재분배를 위한

지점 철근과 가력점 철근의 항복 순서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단파괴가 휨에 의한 파괴보

다 먼저 발생한 시험체 CAX-1과 부모멘트가 최대로 생

기게 되는 부분과 중앙부에 모두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

험체 CBY-2에서는 인장철근이 지점보다 가력점에서 먼

저 항복을 하여 모멘트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체 CAX-2, CAX-3, CAY-2,

CBX-2에서는 지점의 인장 철근이 먼저 항복한 후에 하

중이 더 증가한 후 가력점의 인장철근이 항복하여 모멘

트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각 시험체의 변형률-모멘트 곡선은 Fig. 15와 같이 나

타났으며, 부모멘트와 정모멘트는 인장철근의 항복변형

률을 넘어서면서부터 변형률의 증가에 대해 모멘트의 증

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험체에서 인장

철근의 변형률에 따른 모멘트 곡선은 유사한 형태를 보Fig. 13 Comparison of deflection at each loading step

Fig. 14 Load-strain curve

Fig. 15 Strain-moment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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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변형률-모멘트 곡선은 초기균열이 발생한 후 인

장철근 변형률에 대한 모멘트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지점과 가력점의 인장철근이 항복한 후에는 기울기가 영

에 가까워지면서 변형률에 대한 모멘트의 증가가 거의

없는 양상을 보였다. 전단파괴가 먼저 발생해 하중과 변

형률을 마지막까지 측정하지 못한 시험체 CAX-1을 제

외한 나머지 시험체에서 모두 부모멘트가 정모멘트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하중-변형률 관계로부터 인장증강 효과를 보다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체 부착된 시험체와 비부착 구간

이 있는 시험체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변형률을 비교하였다.

먼저 중앙부에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CAY-2에서

변형률에 대응되는 철근의 인장력 T를 산정한 후, T에

해당하는 하중과 동일한 하중에 대해 나머지 시험체의

인장철근 변형률을 실험 데이터로부터 구해 비교하였으

며, 중앙부의 인장증강 효과 비교 곡선은 Fig. 16과 같다.

Fig. 16에서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가 전체 부착된

시험체에 비해 동일 인장력에 대해 인장철근 변형률이

평균 14%로 크게 나타났으며, 동일 변형률에 대해서 인

장력 T는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에 비해 전구간 부

착된 시험체에서 평균 8%로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비

부착 시험체와 부착 시험체의 인장력과 변형률에 대한

비교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인장증강 효과의 정량적 수

치를 나타낸다. 

실험에 의한 인장증강 효과와 CEB-FIP Code에서 제시

하고 있는 인장증강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식 (1)에 시

험체의 가력 조건에 해당하는 단조 하중에 대한 계수

βt = 0.45와 콘크리트 인장강도 fct = 1.73 N/mm
2
, 재료 시

험을 통해 얻은 철근의 탄성계수 199,804 N/mm
2
, 시험체

의 제원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인장철근비 0.0111을 적용하

면, CEB-FIP Code에 의한 인장증강 효과는 0.00031 크

기의 변형률이 된다. 이는 철근의 응력 61.9 N/mm
2
, 인

장력 53.2 kN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 fy = 446 N/mm
2
에 의한 인장력 383.6 kN의 약

14%가 인장증강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한편 실험으로부터 구한 인장증강 효과는 철근 변형률

0.0002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2%의 인장증강

효과를 얻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CEB-FIP Code에 의

한 인장증강 효과와 매우 근사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4 모멘트-곡률 관계

시험체의 중앙부 처짐으로부터 구한 각 시험체의 모멘

트-곡률 관계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또한 비부착 시험

체 및 부착 시험체의 중앙부에서의 이론적 모멘트-곡률

관계를 Table 5 및 Fig. 17에 같이 나타내었다. 부착 시

험체의 이론적 모멘트-곡률 관계는 Collins
4)
와 Mitchell

5,6)

이 제시한 식 (2), (3)을 적용하여 인장증강 효과를 고려

한 것이다. 

Fig. 17에 나타낸 각 시험체의 실험값과 이론값에 의

한 모멘트-곡률의 비교 곡선으로부터 대체적으로 부착

시험체는 인장증강 효과를 고려한 경우, 비부착 시험체

는 인장증강 효과를 배제한 경우에 거동 및 강도가 보

다 가깝게 예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부착 구간이 없

는 시험체의 경우 균열 모멘트 이전까지는 이론값과 실

험값에 의한 곡률이 거의 일치하다가 균열발생 이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균열발생 후 균열 높이

변화에 따른 시험체의 강성변화와 이론 강성값 차이에

기인한다. 반면에 중앙부에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Fig. 16 Comparison of tension stiffening effect

Fig. 17 Comparison of curvature at each positive momen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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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2와 CBY-2는 균열발생 이전부터 이론값과 실험값

에 의한 곡률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장증강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최대 모멘트는 85.92 kN·m, 최대 곡률은 0.0508

m
−1
이나 전단파괴가 발생한 시험체 CAX-1를 제외한 전

체 부착 시험체 CAX-2, 3의 최대 모멘트는 각각 89.14

kN·m, 91.12 kN·m, 최대 곡률은 각각 0.0300 m
−1,

0.0299 m
−1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부착된 시험체의 최

대 모멘트는 인장증강 효과를 고려한 경우의 이론에 의

한 최대 모멘트와 평균 5%, 시험체의 최대 곡률은 철근의

항복변형률 0.00225일 때의 이론 곡률과 22%의 오차를 보

였다. 또한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CAY-2, CBX-2,

CBY-2의 경우 최대 모멘트는 81.16~85.48 kN·m, 최대 곡

률은 0.0197~0.0305 m
−1
으로 나타나 이론에 의한 최대 모

멘트와 평균 10%, 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의

곡률과는 60%의 오차를 나타냈다. 즉 실험값과 이론값에

의한 모멘트와 곡률은 비부착 시험체에 비해 부착 시험체

의 경우에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5에서 인장증강 효과가 고려된 경우와 고

려되지 않은 경우 이론 모멘트는 평균 7%의 차이를 보

였으며, 곡률은 평균 8%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험에 의한 부착 시험체와 비부착 시험체의 모멘트는

평균 8%, 곡률은 평균 21%의 차이를 보여 인장증강 효

과에 의한 모멘트의 차이는 이론과 실험이 근사한 반면,

인장증강 효과에 의한 곡률의 차이는 이론보다 실험에

의한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4.5 균열 양상

각 시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은 Table 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가 부착되어 있는 시

험체에 비해 초기균열 하중이 더 작게 측정되었다. 

각 시험체의 파괴시 균열 형태는 Fig. 18과 같으며, 균

열의 개수는 비부착 구간의 유무에 따라 중앙부는 2.8배,

지점은 6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점에만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 CBX-2의 경우에는 전체 부착된 시

험체에 비하여 중앙부 균열 개수가 35% 이상 더 많이

발생하였다. 

비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 CAX-1, 2, 3을 비부착 구

간이 있는 시험체 CBX-2, CAY-2, C-T3-B3-2와 비교하

였을 때 Fig. 19에서 처럼 부재에 발생한 전체 균열폭의

합과 처짐 관계는 비부착 구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비례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균열 간격은 Table 7에

서 볼 수 있듯이 비부착 구간에서의 균열 간격이 부착

구간의 균열 간격보다 정모멘트 발생 구간에서는 약

2.1~2.8배, 부모멘트 발생 구간에서는 약 1.1~1.3배 크게

발생하여,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효과가 균열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체에 발생한 전체 균열폭의 합이 시험체별로

Table 5 Comparison of moment & curvature

Strain

TSE consider TSE not consider
Difference

(%)

Moment 

(kN .m)

φ

(m
−1

)

Moment 

(kN .m)

φ

(m
−1

)
Moment φ

0.00000 0 0 0 0 0 0

0.00010 16.91 0.0007 16.91 0.0007 0 0

0.00050 46.03 0.0051 42.59 0.0055 8.1 7.8

0.00075 65.39 0.0077 61.97 0.0082 5.6 6.5

0.00100 83.38 0.0102 77.76 0.0110 7.2 7.6

0.00125 85.92 0.0147 77.76 0.0163 7.2 10.9

0.00150 85.92 0.0200 77.76 0.0220 7.2 9.8

0.00175 85.92 0.0255 77.76 0.0279 7.2 9.4

0.00200 85.92 0.0311 77.76 0.0338 7.2 8.8

0.00225 85.92 0.0365 77.76 0.0396 7.2 8.5

0.00250 85.92 0.0417 77.76 0.0450 7.2 8.0

0.00275 85.92 0.0465 77.76 0.0501 7.2 7.7

0.00300 85.92 0.0508 77.76 0.0547 7.2 7.6

Table 6 Initial cracking loads

Specimens

Initial crack load (kN) Breaking

load

(kN)

Support Load point

Left Right Left Right

CAX-1 36.5 51.3 80.3 57.0 278.3

CAX-2 27.0 55.7 71.0 72.0 302.0

CAX-3 29.3 52.0 54.0 54.0 290.0

CAY-2 28.0 19.5 53.0 32.0 285.0

CBX-2 19.0 15.0 61.0 61.0 289.0

CBY-2 24.0 24.0 26.0 69.3 284.6

Fig. 18 Crack patter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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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비부착 시험체에는 발생하는 균

열의 수가 넓어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작용에 의한

인장증강 효과가 부재 전체에 생기는 균열폭의 합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 제어는 균열

의 개수보다는 균열의 폭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

로 비부착 시험체에서는 인장증강 효과가 제거되어 그

사용성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시험체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Fig.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글리-루츠가 제안한 균열폭

방정식 (7)에 의하여 계산된 균열폭 그래프와 유사한 양

상을 보이다가 휨모멘트가 커지면서 균열폭의 차이가 커

지는 것으로나타났다.

(mm) (7)

여기서 w =균열폭

βc =도심에서 보 밑까지의 거리를 도심에서 철

근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

fs =사용하중상태에서의 철근의 응력 (N/mm
2
)

dc =인장측 외단에서 그에 가까이 있는 철근

중심까지의 거리 (mm)

A =주인장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단면적을 철

근의 개수로 나눈 유효 인장단면적 (mm
2
)

 또한 비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에 비하여 비부착 구간

이 있는 CBX-2, CAY-2, CBY-2 시험체에서는 동일한 모

멘트에서 최대 균열폭이 더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비부착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

은 수의 균열발생과 함께 균열이 발생한 곳에 응력이 집

중되어 비부착 구간에서의 최대 균열폭과 균열 간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4.6 모멘트재분배율

 

실험을 통한 모멘트재분배율은

 (%) (8)

여기서 =탄성 해석에 의한 최대 부모멘트

=재분배 후의 지점 극한 저항 모멘트

로 산정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각 시험체의 모멘

트재분배율은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의한 모멘트재분배율은 식 (4)

에 ρ = 0.0111, ρ' = 0.0074, ρb = 0.0257을 대입하면 17.1%로

계산된다. 그러나 ACI 318-05기준에 의한 모멘트재분배율

은 식 (6)에 β1= 0.85, Mn = 108 kN·m, fck = 27.7 N/mm
2
을

대입하면 8.9%로 계산된다. 또한 각 시험체로부터 측정된

모멘트재분배율로부터 부착 구간의 유무와 비부착 구간의

위치가 연속보의 모멘트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부착 구간이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

는 경우 시험체 CAY-2의 모멘트재분배율이 ACI 318-05 기

준에 의해 계산된 모멘트재분배율 8.9% 보다 51% 작게

측정되어, 모멘트의 형상과 비부착 구간의 위치 및 부재의

특성에 의하여 철근의 비부착이 부재의 강도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I 318-05기준에서는 부모멘트 발생 지점의 철근 변

형률이 0.0075를 넘어서면 이때부터 부모멘트의 재분배

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Fig.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멘트 발생 지점의 인장철근 변형

률이 항복 변형률을 넘으면서 부모멘트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I318-05기준에서 제시

w 1.08βc fs dc A3 10
5–×=

β
Me′ Mu–

Me′
---------------------- 100×=

Me′

Mu

Fig. 19 Deflection vs. summation of crack width

Table 7 Comparison of crack spacing

Specimens

Bonded range De-bonded range

Positive

moment

region (mm)

Negative

moment

region (mm)

Positive

moment

region (mm)

Negative

moment

region (mm)

CAX-1 110 74 - -

CAX-2 110 113 - -

CAX-3 110 105 - -

CAY-2 - 115 305 -

CBX-2 89 - - 150

CBY-2 - - 230 125

Fig. 20 Moment vs. maximum crack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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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모멘트재분배 가능 변형률 0.0075는 모멘트재

분배 시 구조물의 충분한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장철

근의 항복 변형률보다 크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 모멘트재분배

효과에 대한 주인장 철근의 부착 상태의 영향과 함께,

연속보에서의 균열폭과 균열 간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

는가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 구간 부착된 시험체의 최대 모멘트와 곡률은 인

장증강 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한 경우에,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에 대해서는 인장증강 효과를 배제하여 산출

한 경우에 보다 근접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비부착 구간의 위치가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 모멘

트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 부착

구간이 부모멘트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첫 균열이 발

생함과 동시에 균열폭과 지점의 철근 변형률도 크게 증가

하여 모멘트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인장철근의 변형률과 모멘트를 이용하여 모멘트재

분 배율을 산정하는 ACI318-05기준에서는 인장철근의 변

형률이 0.0075 이상이 되면 부모멘트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인장철근의 변형률

이 0.002를 넘어서면서부터 모멘트재분배가 발생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ACI 318-05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멘트재분배 가능 변형률 0.0075는 구조물에 소성

힌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충분한 연성 확보를 고려하여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의 균열 간격은 비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에 비해 약 2.1~2.8배 넓게 발생 하

여 인장증강 효과가 연속보에서의 균열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동일 하중 하에서의 최대 균열폭은 비부착 구간이

없는 시험체에 비해 비부착 구간이 있는 시험체가 약

2~7배 크게 측정이 되어 인장증강 효과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균열폭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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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bserved load at yielding of tensile reinforcement

Specimens Moment redistribution ratio (%)

CAX-1 8.0

CAX-2 11.1

CAX-3 7.5

CAY-2 5.5

CBX-2 5.9

CBY-2 10.9



철근의 부착상태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의 모멘트재분배에 대한 실험적 검증│33

요 약 철근콘크리트 연속보에서 모멘트재분배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설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현상이다. 그러나 모멘트재분배 현상에 의한 구조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장증강 효과, 모멘트재분배와

보 처짐 관계, 균열과 유효 강성 등이 고려된 모멘트재분배 현상에 대해 실험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

에서는 인장증강 효과가 모멘트재분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보의 크기를

고려하여 폭 250 mm, 높이 350 mm, 길이 7,000 mm로 하고, 인장증강 효과와 관련있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비부착 구간

의 위치를 변수로 하여 총 6개의 철근콘크리트 연속보를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 철근 비부착 구간의 위치에 따라 시험

체의 모멘트재분배율이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부모멘트와 정모멘트 발생 지점에 모두 비부착 구간이 있는 경우에

는 모멘트재분배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핵심용어 : 연속보, 모멘트재분배, 인장증강 효과, 최대 균열폭, 균열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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