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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test results of total 24 beam-end specimen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igh-strength con-

crete and cover thickness on the development resistance capacity in tensile lap splice length regions. Based on bond characteristics

that an increase in concrete strength results in higher bond stress and shortening of the transfer length, cracking behavior that thin

cover thickness induced a splitting crack easily and brittle crack propagation, current design code that development length pro-

visions as uniform bond stress assumption was investigated apply as it. The results showed that as higher strength concrete was

employed, not only development resistance capacity was influenced by cover thickness, but also more sufficient safety factor

reserved shorter than the lap splice length provision in current design code. From experimental research results, high-strength con-

crete development length was not inverse ratio of  but directly inverse of fck, and it is also said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

length of the embedded steel over which the assumption of uniform bond stress distribution is valid specially for high-strength con-

crete not having a same embed length such as normal-strength concrete in current design criteria hypothesis.

Keyword : bond, cover thickness, development length, high-strength concrete, lap splice length

1. 서 론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
에서 인장을 받는 겹침이

음의 길이는 인장 정착길이 ld에 계수 1.0(A급)과 1.3(B

급)을 곱하여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겹침이음길이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정착길이는 ld×보정계수로서 계산하

며, 설계기준 항복강도 fy에 근거하여야 한다. 겹침이음

길이 계산에 이용되는 정착길이 개념은 극한상태에서 콘

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에 발생하는 부착응력의 분

포가 균등하게 된다는 평균부착응력 가정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하여 설계기준에서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계산에 대하여 기본정착길이 ldb에 철근 직경

에 따른 계수 0.8 또는 1.0에 보정계수 α, β, λ를 고려

하는 방법과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를 직접 계산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2)

여기서 db는 철근직경, fy는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c는 피복두께, Ktr은 횡방향 철

근지수, α는 철근위치계수, β는 에폭시도막계수, λ는 경

량콘크리트계수, γ는 철근크기계수이다.

식 (1)을 살펴보면, 정착길이 계산시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에 따른 묻힘길이 방향으로의 부착응력 변화를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압축강도의 제곱근 함수의 크기를 갖

는 동일 길이에 대한 등분포부착응력 형태로서만 반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크기를 70 N/mm
2
로 제한하고 있으며, 식 (2)의 경우 횡

방향 철근지수 Ktr을 제외하면(횡보강 철근이 없는 경우)

피복두께에 대한 철근직경 비 c/db의 제한을 콘크리트 강

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단순히 2.5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zizinamini et al.
2)
과 Hungspreug

3)
의 연구 결

과에 의하면 압축강도가 약 60 N/mm
2
 이상인 고강도 콘

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HSC)에서는 Fig. 1에 보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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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같이 극한상태에서 보통강도 콘크리트(normal strength

concrete, NSC)와는 달리 부착응력분포가 균등하지 않고,

오히려 하중단 쪽으로 부착응력이 집중된다고 하였다. 

김우 등
4)
은 고강도 영역 콘크리트에서 피복두께가 얇

아질수록 쪼갬균열(splitting crack)의 취성적인 발생과 진

행, 부착전달길이(bond transfer length) lt의 감소 등과 같

은 현상이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부착응

력 분포와는 다르지만 해석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Tepfers
5)
 부분 소성이론 가정에 기

초한 평균부착응력 개념을 도입하여 보통강도 콘크리트

값을 기준으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부착응력은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직접 비례하고, 이에 따라 전달길이는 콘크

리트 압축강도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값보다 작아진다는

정성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6)
 

(3)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행 구조설계기준의

정착길이 계산 규정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정착저항력

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

중단 쪽에 집중된 부착응력이 기존 이론에 의한 제곱근

압축강도가 아닌 직접적인 증가에 의하여 대표적인 취성

및 부착파괴의 형태인 쪼갬파괴가 발생되면서 순차적으

로 파괴가 발생되고, 부착전달길이가 제곱근 압축강도에

반비례하는 이상만큼 감소하므로 정착저항길이가 줄어들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설계기준의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부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착파괴와 정착길이 감소에 대한 새로운 검토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건설되고

있는 구조물들의 대형화 및 장지간화, 사용재료의 고강

도화에 따라 유발되는 피복두께의 감소 및 고강도 콘크

리트 사용의 증가에 대해서 효과적인 철근의 정착저항력

확보 및 쪼갬파괴 방지 관점에서 이 검토의 필요성이 더

욱 중요하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을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 산정에 관한

현행 구조설계기준 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착저항 능

력에 큰 영향을 주는 콘크리트 강도, 피복두께 및 겹침

이음길이를 변수로 하는 beam-end 실험을 수행한 후, 각

변수들에 따른 정착저항능력을 비교·분석하고, 구조설

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겹침이음길이의 안전성을 하중-변

위 관계와 연성지수(ductility index)로써 평가하였다. 그

리고 이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 계

산에 관한 구조설계기준 규정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

한 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강

도에 따른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2. 실 험

겹칩이음길이를 달리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피

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정착저항능력 및 구조물의 변위-

연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Fig. 2와 같

이 길이가 1,100 mm이고, 2개의 D16(fy = 420 N/mm
2
)이형

철근을 인장부에 배치한 beam-end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모든 실험체에서 철근비(ρ≒0.006)를 일정하게 유지하

면서 정착구간(겹침이음부)의 측면과 상면의 피복두께 c

를 모두 철근직경 db의 1.0배에서 3.0배까지 1.0배씩 일

lt HSC,

25

fck

------ lt NSC,

≤

Fig. 1 Bond stress distribution of long embedded reinforcement

Fig. 2 Specime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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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증가되도록 하였다. 겹침이음길이는 현 설계기준

에서 제시하는 식 (1)과 (2)를 기준으로 150 mm의 차이

를 유지하면서 보통강도 콘크리트에서는 400~850 mm로

하였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250~700 mm로 하였다.

이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식 (1)을 기준

으로 보통강도 콘크리트는 0.68~1.44배, 고강도 콘크리트

는 0.69~1.94배에 해당하며, 식 (2)를 기준으로 보통강도

콘크리트 0.45~2.41배, 고강도 콘크리트 0.46~2.33배에 해

당한다(Table 2 참조).

보통강도와 고강도 콘크리트의 겹침이음길이에 차이를

둔 이유는 구조설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곱근 압축강도

에 반비례하여 줄어드는 길이의 차이가 있을 때와 동일

한 겹침이음길이를 갖을 때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정착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부가적으로 피복두께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150 mm를 더 감소 또는 증가되도록

하였다. 

콘크리트는 Table 1과 같은 배합을 적용시킨 보통강도

콘크리트(NSC, fck = 30 N/mm
2
), 고강도 콘크리트(HSC,

fck = 80 N/mm
2
)의 2 종류로 하여 Table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총 2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양생 중에 발생하

는 건조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

집 탈형까지 3일 동안은 실험체와 공시체 모두 습윤포

양생을 하였고, 이후 시험 전까지 약 4~6주 동안 실험체

는 습윤포양생, 공시체는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하중 재하 및 측정은 이 실험을 위해 자체 제작한 변

위제어방식의 가력기(actuator)와 100 kN 용량의 로드셀

Table 1 Mixture design of concrete

Design strength

(N/mm
2
)

W/C
S/A

(%)

Slump

(mm)

Unit weight (kg/m
3
) Admixture (kg/m

3
) Test strength

(N/mm
2
)Cement Water Sand Gravel S.F M-2000

27 0.46 45 150 435 199 754 929 0 0 30.4

80 0.24 38 150 650 153 578 950 32.5 13 79.5
1)
SF : silica fume, M-2000 : high range water reducer(Mighty-2000)

2)
M-2000 : 2.0% of cement content 

3)
Silica fume : 5% of cement content

Table 2 Specimen properties and test results

Specimen

Splice

length

(mm)

Splice length

ratio
Cross

sectional

dimensions

b × h (mm)

Cover

thickness

ratio

(c/db)

Concrete

strength

fck
(N/mm

2
)

Test results

Cracking load (kN)
P
max

(kN)

∆y

(mm)

∆
max

(mm)

Failure

typeEq.(1) Eq.(2)
Transverse

crack

Splitting

crack

N1L40 400 0.68 0.45

260 × 274 1.0

30.4

8.5 10.5 26.0 / 12.8 Splitting

N1L55 550 0.93 0.62 9.5 9.5 44.9 21.3 32.4 Splitting

N1L70 700 1.19 0.79 9.0 9.0 40.5 17.0 17.8 Splitting

N1L85 850 1.44 0.96 8.0 8.5 36.0 / 15.6 Splitting

N2L40 400 0.68 0.90

260 × 290 2.0

9.5 16.5 44.5 20.1 28.3 Shear

N2L55 550 0.93 1.24 15.0 20.5 51.7 17.0 57.9
*

Flexure

N2L70 700 1.19 1.58 14.5 22.0 50.2 16.2 60.8
*

Flexure

N2L85 850 1.44 1.92 15.0 18.0 52.5 18.6 66.2
*

Flexure

N3L40 400 0.68 1.13

260 × 306 3.0

11.5 30.0 44.4 18.2 30.3 Shear

N3L55 550 0.93 1.56 11.5 24.0 53.5 21.1 62.7
*

Flexure

N3L70 700 1.19 1.98 12.5 42.5 55.0 16.9 60.1
*

Flexure

N3L85 850 1.44 2.41 8.0 29.5 55.5 19.9 65.5
*

Flexure

H1L25 250 0.69 0.46

260 × 274 1.0

79.5

17.0 9.0 31.5 / 13.7 Splitting

H1L40 400 1.11 0.74 19.0 10.5 46.0 16.6 28.1 Splitting

H1L55 550 1.53 1.02 14.0 10.5 49.0 16.9 62.7
*

Flexure

H1L70 700 1.94 1.29 19.5 12.0 46.3 19.3 57.9
*

Flexure

H2L25 250 0.69 0.83

260 × 290 2.0

23.5 10.5 50.3 17.2 51.7 Flexure

H2L40 400 1.11 1.33 32.0 18.5 50.0 23.2 51.1 Shear

H2L55 550 1.53 1.83 25.0 16.5 52.9 16.3 61.5
*

Flexure

H2L70 700 1.94 2.33 27.0 19.0 53.4 16.6 65.1
*

Flexure

H3L25 250 0.69 0.83

260 × 306 3.0

27.0 22.5 53.7 23.2 65.4
*

Flexure

H3L40 400 1.11 1.33 30.5 17.0 54.6 18.8 64.4
*

Flexure

H3L55 550 1.53 1.83 26.5 21.5 56.4 16.9 61.5
*

Flexure

H3L70 700 1.94 2.33 25.0 24.5 55.4 17.5 64.9
*

Flexure

*The measurement abort due to the limit of LVD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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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ell)을 이용하였고, 실험체의 변위는 하중단 밑부

분에 2개의 변위계(LVDT)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그 평

균값을 이용하여 하중-변위 관계 및 변위 연성도 평가에

이용하였다(Fig. 3 참조). 또한 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횡·종방향에 대한 지지

점 구속을 실시하였으며, 하중 재하 전에 발생할 수 있

는 사전 비틀림력을 토크테스터기(torque tester)를 이용

하여 제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파괴 유형 및 하중-변위 관계

보통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의 겹침이음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해당 겹침이음 및 콘크리트 강도 증가에 따

른 정착저항능력과 피복두께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콘크리트 강도별로

피복두께에 따라 비교하여 Fig. 4에 정리하였다. 이 그림

을 살펴보면, 각 실험체의 유효깊이 d까지 단면적과 철

근비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피복두께가 커질수록 파괴

하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보통강도 콘크리트 실험체들의 실험 결과를 Fig. 4(a)

에 정리하였다.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길이보다 짧은 겹

침이음길이를 갖는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보인 Fig.

4(a)-ⓐ를 살펴보면 피복두께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체에

서 항복 이전에 파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겹침이음길이가 설계기준 규정을 만족하는 실험체들의

하중-변위 관계를 정리한 Fig. 4(a)-ⓑ에서 Fig. 4(a)-ⓓ를

살펴보면, 피복두께가 2.0db 이상 확보가 된 경우에는 모

든 실험체에서 철근 항복강도 이후에도 충분한 변위가

발생하는 연성파괴를 나타내었다. 이와는 반대로, 피복두

께가 1.0db인 경우에는 겹침이음길이에 상관없이 철근의

항복강도 이전에 실험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들은 앞 절에서 언급한 정착 및 겹침이음에 관

한 설계기준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착저항 능력

에 있어서 그 길이보다는 피복두께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고강도 콘크리트 실험체들의 실험 결과를 Fig. 4(b)에

정리하였다.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길이보다 짧은 겹침

이음길이를 갖는 실험체들의 하중-변위 관계를 정리한

Fig. 4(b)-ⓐ를 살펴보면 피복두께가 1.0db인 H1L25 실험

체에서는 철근 항복강도 이전에 파괴가 발생하였지만, 피

복두께가 2.0db 이상 확보된 나머지 실험체에서는 보통

강도 콘크리트와는 달리 연성파괴가 발생하였다. 겹침이

음길이가 길어질수록 H1L40과 H2L40을 제외한 실험체

에서 Fig. 4(b)-ⓑ에서 Fig. 4(b)-ⓓ에 보인 것과 같이 연

성파괴를 나타내었다. 특히, 보통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에

서는 겹침이음길이에 상관없이 피복두께가 얇은 1.0db의

경우에 모두 취성파괴를 나타냈지만, 고강도 콘크리트에

서는 얇은 피복두께일지라도 겹침이음길이가 충분히 확

보되면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식 (1)의 규정을 적

용하면 피복두께에 상관없이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겹침

이음 길이 차이는 약 230 mm이고, 식 (2)를 적용하면 피

복두께 비에 따라서 150~350 mm 차이가 있다. 즉 보통

강도 콘크리트 실험체를 기준으로 150~250 mm 줄어든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고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의 거동은

유사하게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Fig. 4(a)와 (b)를 살펴

본다면, 피복두께와 겹침이음길이 정도에 따라서 거동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복두께가 확보된 c/db

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겹침이음길이를 구조설계기준

식 (2)보다 더 줄이더라도 파괴거동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복두께가 얇은 경우라도 고강도

콘크리트에 국한하여 겹침이음길이가 구조설계기준 규정

이상으로 확보되면 연성파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식 (1)에 의한 보통강도 콘

크리트와 고강도 콘크리트의 겹침이음길이는 피복두께에

상관없이 각각 약 590 mm와 360 mm이다. 그런데 피복

두께가 얇은 c/db = 1.0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서 연성거동을 나타내는 겹침이음길이가 구조설계기준과

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강도 콘크리트의 경

우에는 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길이뿐만 아니라 50%

이상 증가시킨 실험체에서도 Fig. 5(a)와 같이 부착손실

에 따른 쪼갬균열에 의한 취성파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에는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길이 이상만 되면 연성파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 겹침이음길이를 압축강도 제곱근에 반비례하여 줄일

수 있다는 구조설계기준의 규정을 얇은 피복두께를 갖는

구조물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과다설계의 가능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피복두께가 확보된 c/db=2.0인 실험체에서는 구조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값보다 짧은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보Fig. 3 Test setup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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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에서는 실험체 항복 후 연성을

다소간 보이다가 Fig. 5(b)와 같은 취성 전단파괴를 나타

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였

다. 이는 겹침이음이 끝나는 철근의 절단점(cut-off)에서

발생한 휨균열이 겹침이음이 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부착

저항능력 감소에 따른 휨전단균열로 발전하였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그러나 설계기준 규정 이상으로 겹침이음

된 실험체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에 상관없이 연성파괴를

보였다. 특히 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규정보다 훨씬

짧은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고강도 콘크리트 실험체(H2L25)

에서도 연성파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c/db = 3.0

Fig. 4 Load-displacement rela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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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험체에서는 짧은 정착길이를 갖는 NSC 실험체

(N3L40)을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서 Fig. 5(c)와 같이 미

세한 실금균열(hairline crack)과 함께 처짐이 크게 발생

하는 전형적인 연성파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저항능력에 있어서 피복두께의 영

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으며,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시 현행 구조설계기준에서 제

시하는 압축강도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줄어드는 겹침이

음길이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한다면, 정착 및 겹침이음길

이에 대한 현행 구조설계기준의 규정은 피복두께 및 콘

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착저항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그 길이보다는 피복

두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2 변위연성도 평가

연성도(ductility)란 구조부재가 외력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일어난 후 파괴에 이르는가를 판단하는

부재의 변형성능으로서, 구조물의 파괴 시 붕괴의 위험

을 인지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

다. 구조물의 연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으

로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항복변위(∆y)와 파괴변위(∆max)

의 비로 나타내는 연성지수(ductility index)를 주로 이용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연성지수를 이용

하여 실험체들의 연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복두

께 별로 Fig. 6에 나타내었다.

Ductility Index = (3)

일반적으로 항복변위와 파괴변위의 기준값은 어느 하

중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겹침이음길이

및 피복두께의 정도에 따라 항복 및 파괴시의 거동에 상

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재의 공

칭휨강도를 계산하여 항복하중을 산정한 후, 해당 하중

단계를 기준으로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항복변위로 결정

하였다. 파괴시 변위는 취성파괴의 경우에는 파괴 순간

에 측정된 값으로 하였고, 연성파괴의 경우에는 변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실험장치들의 측정한계로 인하

여 한계값까지만 실험을 하고, 그 값을 파괴시 변위로 결

정하였다(Table 3 참조).

Fig. 6을 살펴보면 동일한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경우

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일수록 연성지수가 높게 나

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같은 길이의 겹침이음이 시행된

구조물에서 부재의 연성을 확보하는데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재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연성

지수는 1.0이면 이론적으로 항복에 도달하고, 정착 및 겹

침이음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의 조건인 철근의 항복응력

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매입길이 또는 철근의 응력이

0에서 항복응력 fy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매입

길이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휨부재의 연성지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Shin

et al.
7)
은 휨부재의 안전을 위한 최소 연성지수를 3.0 이

상으로 제안하였으며, McGregor
8)
는 휨부재의 취성파괴

를 방지할 수 있는 연성지수를 4.0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을 통해 얻은 Fig. 4의 하중-변위 관계와

Fig. 6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성지수가 3.0 이상이 되었을

때 충분한 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안전율 확보차원에서도 타당한 값이라

판단된다. 

∆
max

∆y

-----------

Fig. 5 Typical failure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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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두께와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실험 결과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하면, 피복두께가 얇은 c/db = 1.0인 경우에는

보통강도 콘크리트 모든 실험체에서 연성지수가 1.0 보

다 작거나 비슷한 정도로서, 연성파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두꺼운 피복두께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겹

침이음길이가 작은 실험체에서는 보통강도 콘크리트와

유사한 연성지수를 나타내는 반면에 충분한 겹침이음길

이를 갖는 경우에는 얇은 피복두께일지라도 연성지수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db = 2.0인 경우, 보통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짧은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실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험체가 연성지수가 3.0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겹침이음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체에서 연성지수가 3.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피복두께가 충분한 c/db = 3.0인 경우, 보통

강도 콘크리트의 겹침이음길이가 짧은 실험체에서만 연

성지수가 낮게 나왔을 뿐, 나머지 모든 실험체에서는 연

성지수가 3.0 이상으로 충분한 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겹침이음 또는 정착저항길이가 짧

은 경우에는 피복두께가 충분하더라도 연성파괴를 보장

할 수 없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겹침이음에 대해서는

현행 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압축강도 제곱근에 반

비례하는 길이보다 더 작은 경우에 있어서도 피복두께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정착저항능력이 증가되어서 연성파괴

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콘크리트 강도와 피복두께에

따라서 정착저항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

트 일수록 정착저항길이가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훨

씬 짧아진다는 것과 그 한계길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3.3 겹침이음길이 계산식의 수정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강

도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 설계기준의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 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Fig. 6에서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와 겹

침이음길이의 관계를 보인 연성지수에 대해서 안전율을

고려한 3.0을 기준값으로 산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이

용하여 구조설계기준 식을 수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콘

크리트 강도에 따른 연성지수와 겹침이음길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Fig. 7

에 나타내었다. 

Fig. 7(a)에 정리한 보통강도 콘크리트 실험체에서는 구

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연성지수의 최소값을 3.0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c/db = 1.0의 경우 안전율을 확보

하지 못하지만 해석을 위하여 실험에 적용된 최대 겹침

이음길이인 850 mm를 한계값으로 가정하고, c/db = 2.0과

c/db = 3.0에서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계수를 결

정하고, 그 관계로서 3.0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계 겹침

이음길이를 예측하였다. Fig. 7(b)에 보인 고강도 콘크리

트 실험체에서는 모든 피복두께에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강도 콘크리트에서 수

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한계

겹침이음길이를 예측하였다. 

Fig. 7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한계 겹침이음길

이 값은 콘크리트 강도 증가와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라

Fig. 6 Duct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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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 증가와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

는 계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강

도와 피복두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식 (1)

을 수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현행 구조설계기준의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 식 (1)은

피복두께에 상관없이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곱근에 반

비례하는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부

착파괴가 뽑힘(pullout) 또는 쪼갬(splitting) 형태를 갖는

콘크리트 인장파괴의 유형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게되면 인장강도 역시 제곱근 압축강도의 형태로

증가하므로 그만큼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

적 배경에서 설정된 것이며, 보통강도 콘크리트에서와 같

이 동일한 철근매입길이에 대한 평균부착응력분포에 해

당하는 개념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험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한 Fig. 7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증

가에 따른 겹침이음길이의 감소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제

곱근에 반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복두께

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량의 정도가 압축

강도에 직접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한다면, 정착 및 겹침이음길

이의 감소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곱근 형태가 아닌

피복두께의 영향을 반영한 지수함수로 그 변화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에 대한 현행 구조설계기

준 식 (1)에 대해서 콘크리트 강도의 상대적 변화율에 대

한 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

로 변형하였다.

(4)

식 (4)의 우변 지수 k에 대해서 현행 구조설계기준에

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제곱근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므

로 0.5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실험

결과는 고정된 값이 아니며 피복두께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앞 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Fig. 7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한계겹침이음길이를 콘

크리트 강도별로 대입하고, 각 피복두께 별로 계산하여

구한 결과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Fig. 8에

정리하였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은 피복두께의 영향

이 반영된 콘크리트 강도특성지수를 이용하여 현행 구조

설계기준 식 (1) 형태로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하

여 보통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NSC를 30 N/mm
2
로 가

정하여 식 (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콘크리

트 강도 변화와 피복두께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 식을 유도할 수 있다.

ld HSC,

fck NSC,

fck HSC,

----------------⎝ ⎠
⎛ ⎞

k

ld NSC,

=

ld HSC,

0.6
db fy

fck NSC,

--------------------
fck NSC,

fck HSC,

----------------⎝ ⎠
⎛ ⎞

0.3c/d
b

=

Fig. 7 Relation of ductility index versus lap splice length 

Fig. 8 Relation of coefficient versus cover thicknes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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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과 같이 결정된 식 (6)은 현행 구조설계기준의 압

축강도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조건과 유사하게 콘크리

트 강도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

께 피복두께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현행 구조설계

기준의 정착길이 규정인 식 (1)과 (2)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고강도 콘크리트 휨부재의 정착 및 겹침이

음길이에 관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규정의 검토를 위

하여 콘크리트 강도와 피복두께 및 겹침이음길이를 변수

로 하는 총 24개의 beam-end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구조설계기준과 비교·분석한 것으로서, 콘크리트 강

도와 피복두께에 따른 정착저항능력과 현행 구조설계기

준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정착 및 겹침이음길이에 대한 현행 콘크리트구조설

계기준의 규정은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에 대

한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착저

항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그 길이보다는 피복두

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의 정착 및 겹침

이음에서는 피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 현행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정착 및 겹침

이음길이 규정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다.

3) 콘크리트 강도에 상관없이 피복두께에 따른 정착저

항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강도 콘

크리트일수록 정착저항길이가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짧아진다는 것과 등분포부착응력을 적용 시킬

수 있는 한계길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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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인장겹침이음 영역에서의 정착저항능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와 피복두

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24개의 beam-end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

할수록 부착응력이 커지고 전달길이가 줄어든다는 부착특성과 얇은 피복에서 쉽게 발생하는 쪼갬균열 및 취성적인 균

열 진전과 같은 균열거동을 근거로 하여 현행 설계기준의 등분포부착응력 가정에 의한 정착길이 규정을 고강도 콘크리

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정착저항능력은 피복두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현행 설계기준 규정보다 짧은 겹침이음길이를 갖더라도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착길이는 제곱근 압축강도의 반비례가 아닌 압축강

도에 직접적으로 반비례함을 확인하였으며, 현 설계기준에서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적용하는 동일 매입길이에 대한 등

분포부착응력 가정이 아닌 새로운 정착길이 계산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부착, 피복두께, 정착길이, 고강도 콘크리트, 겹침이음길이

ld HSC,

0.1αβγλdb fy
30

fck HSC,

----------------⎝ ⎠
⎛ ⎞ 0.3c/d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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