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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exural behaviors of two types of beam members exposed to freeze-thaw cycles were evalua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freeze-thaw cycle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einforced concrete (RC) beams. For the purpose, a part

of the beam specimens were damaged until yielding of tension reinforcement was reached, before they were exposed to 150 and 300

cycles of freeze-thaw. Cyclic tests, as well as monotonic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tiffness degradation characteristics when

same cycle is repeated. The material tests showed that relative dynamic modulus of concrete exposed to 300 cycles of freeze-thaw

moderately decreased to 86.8% of normal concrete, indicating that concrete used in this study has good durability against freeze and

thaw damage. The results of monotonic tests showed reduction of flexural strength, ductility and stiffness of the beam specimens

exposed to freeze-thaw cycles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speciments. In particular, BDF13 specimens, which had been sub-

jected to artificial cracking damage, did not showed enough flexural strength to satisfy nominal moment required by current concrete

structure design code. In the monotonic tests results, BF75 specimens exposed to freeze-thaw cycles showed 10% or more cyclic stiff-

ness degradation. Therefore, it was thought that deformation of concrete in compression have to be considered in design process of

members under cyclic load, such as seism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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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는 다른 건설재료에 비해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구조용 재

료이다. 그러나 건설구조물의 특성상 외기에의 노출은 불

가피하며, 이에 따라 중성화, 동결융해, 염해 등 다양한

환경적 열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구성이 저하된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한 지역의 구조물은 동

결융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

은 동결융해 과정에서 모세관수의 동결팽창에 의한 시멘

트 겔(cement gel)의 내부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급

격한 온도강하로 인하여 표면에 미세한 신축균열이 발생

하며, 내부에는 급격한 모세관수의 동결에 의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동결융해 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의 열화 형태는 균열, 스켈링(scaling) 및 팝

아웃(pop-out)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구조물의 구

조적 내구성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사용수명을 저하시킨다.
1)

기상청 통계
2)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은 춘

천이 최저 −8.9
o
C 등 평균 −3.7

o
C이며, 0

o
C 이상과 이하

를 넘나드는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횟수도 춘천에서 최대

125회 등 국내 평균 79회로 보고되어 국내의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은 지역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반복적인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동결융해에 따른 콘

크리트의 열화특성
3-5)

 및 내구성 예측
6-8)
을 통해 손상정

도를 정량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동결융해에 따라 발생하는 균열 및 손상은 콘

크리트 재료 자체의 내구성 저하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

트 부재의 사용성 및 내하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동결융해와 같이 열화환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부재성

능 평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보는 구조물에

서 상부 하중을 하부 기둥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사용성

측면에서 주요한 요소이며, 최상층 또는 1층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골조 구조물의 경우 동결융해에 직접적

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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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결융해에 따른 휨거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고

자 하였다. 이 때 실제 구조물에서 균열 발생 후 지속적

인 동결융해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동결융해 이전에 균

열손상을 가함으로써 내부 철근으로의 급속한 동결융해

를 유도하였으며, 차후 내진구조물의 동결융해 특성 연

구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반복싸이클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체 계획

동결융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거동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해 Fig. 1 및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행 콘크리트설계기준
9)
에서 요구하는 최소철근비에서 최

대철근비까지 총 4시리즈의 축소모형 실험체(100 × 100

× 600 mm)를 계획하였다.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4 MPa로 배합계획하였으며,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25 mm의 쇄석을 사용하였다. 혼화

제로는 AE감수제를 사용하였으며, 타설시 측정된 콘크리

트의 공기량은 4.4%로 나타났다. 반복재하(cyclic loading)

를 위해 D6 또는 D10 철근으로 압축 및 인장철근을 동

일하게 배근하였으며, 휨항복형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실

험구간에 D6 철근을 30 mm 간격으로 전단 보강하였다.

이 때 D6 및 D10 철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461 및

584 MPa이며, 탄성계수는 204 및 210 GPa로 측정되었다.

2.2 동결융해 시험 방법

동결융해를 받는 실험체는 콘크리트 타설 후 실온에서

1일간 양생하였으며 1주일간 증기양생(autoclave) 이후 동

결융해 환경에 노출하였다. 이 때, 동결융해시험은 KS F

2456「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

법」
10)
에 준하여 B방법인 기중 급속 동결 후 수중 융해

시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사이클은 −18~4
o
C의 온도조건하에서 4시간 동안

동결융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강도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보와 함께 시리즈별 3개의 압

축공시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강도측정은 동

결융해 0, 150, 300 사이클에서의 압축강도( fcu) 뿐만 아

니라, 1차 공명 진동수를 이용하여 동탄성계수(ED)를 측

정하였으며, 동결융해 300사이클에서 동결융해 시험을

종료하였다.

강도측정 결과를 Fig. 3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콘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pecimen

series

fck

(MPa)

B × D(d)

(mm)

l(ln)

(mm)
a / d

Tensile

reinforcement
ρt (%) ρb (%) ρt /ρb Pre-cracking Freeze-thaw cycles

BF13

24
100×100

(90)
600(500) 2.78

3-D6 0.35

2.60

0.13
No

0, 150, 300
YesBDF13

2-D10 1.00 0.41
No

0

BF41

YesBDF41

2-D10, 1-D6 1.40 0.55
NoBF55

YesBDF55

3-D10 1.90 0.75
No

0, 150, 300
BF75

YesBDF75

Fig. 1 Details of test specimens (unit: mm)

Table 2 Mixture proportions

W/B S/a
Unit weight (kg/m

3
)

W C FA S G Admixture

0.54 0.49 178 280 50 856 891 1.7

Fig. 2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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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동결융해 사이클 진전에 따

라 각각 4.8% 및 6.1%의 강도저하특성을 보였으며, 정

탄성계수(Ec)는 동결융해 사이클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콘크리트 공시체의 동탄성계수(ED)는

동결융해 사이클이 진전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계획된 최대 동결융해 사이클인

300 사이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는 KS F 2456
10)
에서 콘

크리트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상대동탄성계수인

60%이상보다 높은 86.8%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계획한

동결융해 사이클 내에서는 콘크리트의 내동해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3 실험 방법

이 연구에서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 kN 용

량의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였으며, 변위제어방

식(displacement control)으로 단조 또는 반복재하 하였다.

이 때, 휨 거동시 보 중앙부 처짐을 측정하기 위하여

LVDT를 사용하였다. 또한 균열손상 이후의 휨거동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체는 인장철근의 탄성한계치인 항

복변형률까지 도달시킨 후 단조 또는 반복 재하함으로써,

균열손상 및 동결융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상

치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최종 파괴

가 일어날 때까지 재하되었다. 반복재하에 의한 실험방

법 및 사이클은 4장의 Figs. 8 및 9에 각각 나타내었다.

3. 단조 재하시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균열 및 파괴양상

Fig. 5는 실험체의 최종파괴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5(a)

Fig. 3 Compressive strength and relative dynamic elastic

modulus (ED) of concrete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Freeze-thaw cycles fcu (MPa) εcu (×10
-6
) Ec (GPa) ED (GPa)

0 30.41 2,440 21.32 27.47

150 28.96 2,344 24.79 24.18

300 28.57 2,745 21.52 23.77

Fig. 4 Test setup for monotonic loading (unit: mm)

Fig. 5 Final failure at monoton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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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바와 같이 BF13 실험체에서는 4.9 kN 가력시

중앙 하부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처짐이 증

가함에 따라 중앙부에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최

대 내력시까지 압괴 발생 없이 초기에 발생되었던 균열

폭만이 증가하여 최종 파괴되는 순수 휨인장 파괴형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Fig. 5(b)~(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균

열손상 및 동결융해 사이클을 경험한 경우, BF13 실험

체보다 많은 균열개수를 보이고 있으며, 양단으로 확산

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결융해 사이클에 대

해서는 파괴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Fig. 5(e)~(g)에 나타난 바와 같이 0.41ρb 이상의

인장철근비를 갖는 BF41, BF55 및 BF75 실험체에서는

중앙 하부에서 다수의 휨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경간을 따

라 단부로 분산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때 발생된

균열들은 휨 하부로부터 가력점을 잇는 방사형태를 나타

내었으며, 가력점에서의 압괴가 발생하는 등 전형적인 휨

파괴형태를 나타내었다.

3.2 하중-처짐 관계

Fig. 6(a)는 단조하중 재하시 초기 손상에 따른 실험체

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항복변위(δy)까지 손상을 가한 실험체의 내력은

손상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철근

비인 0.13ρb의 인장철근비를 갖는 경우, 손상을 가한 실

험체는 16%의 내력저하를 보였다. 그러나 Fig. 7(a)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인장철근비가 증가할수록 손상에 따른

내력 저하량이 감소하여 최대철근비인 BF75 실험체에서

는 내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7(b)는 소성역(항복

이후 최대내력)에서의 연성을 나타낸 것으로, BF75 실험

체에서는 초기 손상에 의해 4% 저하된 반면, BF13 실험

체에서는 28%의 저하를 나타내었다. 한편, 인장철근 항

복시 강성 또한 손상을 가한 실험체에서 전반적으로 낮

게 나타났으며, BF13 및 BF41 실험체에서 각각 39% 및

57%, BF55 및 BF75 실험체에서 각각 16% 및 3%의 강

성저하 특성을 보였다. 이는 휨내력과 마찬가지로 초기

손상이 전반적인 휨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휨항복형 철근콘크리트 보의 주요 저항기

구인 인장철근량이 감소할수록 외부 손상 및 반복 재하

에 따른 내력 및 강성 저하가 증가되므로, 균열과 같은 손

상에 따른 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범위 내

에서 0.55ρb 이상의 철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6(b)는 단조하중 재하시 동결융해 사이클에 따른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실험체

에서 동결융해 사이클이 진전됨에 따라 최대하중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Fig. 7(a)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손상을 받은 BDF 시리즈 실험체의 동결융해에

의한 최대하중 감소량은 손상을 받지 않은 BF 시리즈

실험체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Fig. 7(b)~(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성, 강

성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손상에 의한 내력저하가 동결융해에 의한

손상 기여분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7(d)

는 실험 결과를 현행 콘크리트설계기준에 따른 공칭모멘

트(Mn)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실험체의 휨내력은 설계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위적 균열손상으로 인해 BDF13 실험체의

휨내력은 설계강도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동결융해 300

사이클에서는 균열손상을 받지 않은 BF13 실험체도 설

계강도 이하의 휨내력을 보였다. 그러나 BF75 및 BDF75

실험체는 동결융해 300 사이클에서도 현저한 내력저하

없이 공칭강도(Mn) 이상의 휨내력을 발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조가력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거동에 관

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4. 반복 가력시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반복가력시 실험 방법

이 연구에서는 균열손상 이후 동결융해 환경에 노출되

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거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구명하

고자 하였다. 반복 가력에 필요한 각 사이클 별 변위이

력은 단조 가력시 보의 주근에 부착된 변형률게이지의Fig. 6 Load-defl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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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가 항복 변형에 이를 때의 변위(항복변위, δy)의

배율로 하였으며, 실험방법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 변위에서의 반복가력에 따른 강도 및 강성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변위

에서 2회 반복해서 가력하였다.

4.2 균열 및 최종파괴양상

동결융해 사이클 이전에 각 실험체에 항복변위(δy)까지

균열손상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동결융해 환경에 노출되

Table 4 Monotonic test results

Specimen Py (kN) δy (mm) ky (kN/mm) Pu (kN) δu (mm) ku (kN/mm) Ductility ratio* Relative Pn** Mn (kN·m) Mu/Mn

BF13 17.82 1.14 15.66 27.58 4.93 5.59 4.33 1.00 6.10 1.13

BF13-150 18.59 2.00 9.31 26.31 5.25 5.01 2.63 0.95 6.06 1.09

BF13-300 15.61 1.65 9.47 23.25 5.18 4.48 3.14 0.84 6.05 0.96

BDF13 15.50 1.63 9.51 23.04 5.19 4.44 3.18 0.84 6.10 0.94

BDF13-150 13.50 1.71 7.92 23.01 6.01 3.83 3.52 0.83 6.06 0.95

BDF13-300 17.36 1.96 8.88 22.64 5.07 4.47 2.59 0.82 6.10 0.93

BF41 34.49 1.52 22.69 48.20 4.25 11.35 2.79 1.00 9.59 1.26

BDF41 42.19 4.36 9.68 45.34 9.57 4.74 2.19 0.94 9.59 1.18

BF55 35.97 1.45 24.84 51.34 9.80 5.24 6.77 1.00 11.27 1.14

BDF55 25.76 1.24 20.81 41.77 4.70 8.89 3.80 0.81 11.27 0.93

BF75 48.40 1.90 25.42 66.42 15.63 4.25 8.21 1.00 13.80 1.20

BF75-150 46.77 3.84 12.19 64.02 26.82 2.39 6.99 0.96 13.74 1.17

BF75-300 48.75 4.32 11.29 63.45 34.44 1.84 7.98 0.96 13.72 1.16

BDF75 54.95 5.00 11.00 67.61 39.22 1.72 7.85 1.02 13.80 1.22

BDF75-150 45.46 3.72 12.22 67.44 36.53 1.85 9.82 1.02 13.74 1.23

BDF75-300 51.63 4.61 11.21 63.45 34.44 1.84 7.47 0.96 13.72 1.16

 * Ductility ratio : δu / δy

** Relative Pn : Flexural strength ratio (specimen exposed to FT cycles / specimen which is not exposed to FT cycles)

Fig. 7 Effect of freeze-thaw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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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반복하중 재하는 각 인장철근비를 갖는 시

리즈별로 계획된 변위이력을 통해 제어하였으며, 실험 결

과 나타난 균열 및 파괴양상은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BDF13 시리즈 실험체에서는 동결융해 사이클에 관계

없이 반복하중이 진전됨에 따라 동결융해 전에 발생했던

균열폭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종 파괴되었다. 반

면, BDF75 시리즈 실험체에서는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결융해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보의 양쪽 복부

에 상부와 하부를 잇지 않는 미세균열들이 다수 발생하

였으며, 최대하중을 초과한 후에도 균열이 발생되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4.3 하중-처짐 관계

Fig. 12는 반복하중 재하시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실험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실험체는 반복하중

을 받는 경우에도 상승곡선에서 단조하중 재하시와 유사

한 강성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인장철근비가 낮은

BDF13 시리즈에서는 Fig. 12(a)~(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복재하 하에서 단조하중 재하시에 비해 최대하중 및

처짐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결융해 사

이클진행에 따라 최대강도시 정·부방향‚ 처짐 평균값은

BDF13 실험체에서 2.87 mm, BDF13-150 및 BDF13-300

실험체에서 각각 3.36 mm, 4.10 mm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현행 규준에서 허용하는 최대 인장철근비

(0.75ρb)로 보강된 BDF75 시리즈는 Fig. 12(d)~(f)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반복하중 하에서도 단조하중 재하시에 비

해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최대하중을 나타내었으며, 동

결융해 사이클에 따른 하중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BDF1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동결융해 사이클 진

전에 따른 최대강도시 정·방향‚ 처짐 평균값은 BDF75

실험체에서 5.85 mm, BDF75-150 및 BDF75-300 실험체에

서 각각 7.19 mm 및 7.10 mm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낮은 철근비를 갖는 철근콘

크리트 보가 동결융해 환경에 노출된 경우 최대강도는

저하되고 최대강도 변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강성저하 특성

이 연구에서는 동결융해를 경험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반복재하시 강성저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다음 식 (1)과 같이 각 실험체의 강성을 무차원화함

으로써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차원화된 강성(k) = (1)

여기서 kn은 사이클별 강성특성, k1은 각 시리즈에서 인

위적 균열손상 및 동결융해를 경험하지 않은 기준실험체

의 초기강성이다.

최소 인장철근비(0.13ρb)로 보강된 BF13 시리즈의 경

우 Fig. 1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BDF75, BDF75-150

kn

k
1

----

Fig. 8 Test setup for cyclic loading (unit: mm)

Fig. 9 Loading history

Fig. 10 Pre-cracking pattern of test specimens

Fig. 11 Final failure of BDF75 specimens



균열손상 후 동결융해를 경험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거동│405

Fig. 12 Load-deflection curve at cyclic reversed loading

Table 5 Cyclic test results

Specimen
Py*

(kN)

δy

(mm)

ky

(kN/mm)

Pu*

(kN)

δu

(mm)

ku

(kN/mm)

Relative 

Pu**

Relative 

Pu
***

Mn

(kN·m)
Mu / Mn

Dissipated 

energy (kN·m)

BF13 19.62 1.65 11.86 24.72 3.05 8.12 1.00 0.90 6.10 1.01 783

BDF13 13.03 1.36 9.61 23.46 2.87 8.17 1.01 1.02 6.10 0.96 659

BDF13-150 16.11 1.44 11.16 26.17 3.36 7.80 0.96 1.14 6.06 1.08 623

BDF13-300 18.92 2.33 8.12 23.59 4.10 5.76 0.71 1.04 6.10 0.97 793

BF41 34.22 2.62 13.07 47.04 4.70 10.01 1.00 0.98 9.59 1.23 1565

BDF41 41.28 3.44 11.99 47.27 5.30 8.92 0.89 1.04 9.59 1.23 1666

BF55 30.92 2.30 13.45 41.95 5.69 7.37 1.00 0.82 11.27 0.93 2053

BDF55 32.57 2.49 13.10 43.00 6.95 6.19 0.84 1.03 11.27 0.95 2173

BF75 43.33 4.21 10.28 57.42 8.39 6.85 1.00 0.86 13.80 1.04 2471

BDF75 48.01 4.01 11.99 57.63 5.85 9.85 1.44 0.85 13.80 1.04 2419

BDF75-150 45.15 3.36 13.43 59.07 7.19 8.22 1.20 0.88 13.74 1.07 1877

BDF75-300 45.57 4.10 11.13 56.52 7.10 7.97 1.16 0.89 13.72 1.03 1081

  * Pu : Average value in positive and negative direction

 ** Relative Pn : Flexural strength ratio (specimen exposed to FT cycles / specimen which is not exposed to FT cycles)

*** Relative Pmn : Flexural strength ratio (specimen under cyclic loading / specimen under monoton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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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BDF75-300 실험체에서 각각 11.2%, 9.1% 및 27%의

강성저하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성차이는 처짐

이 증가되면서 감소되었으며, 처짐량 3 mm를 초과하면

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도입된 인위

적 균열 손상 및 동결융해에 의해 저하되는 내력 및 강

성특성은 3 mm 이후, 즉 모든 실험체의 최대하중 이후

구간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최대 인장철근비(0.75ρb)로 보강된 BF75 시리즈

실험체에서는 Fig. 1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강성에

서는 BF75 실험체에 비해 BDF75, BDF75-150 및

BDF75-300 실험체에서 각각 6.9%, 16.1% 및 28.2% 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처짐 6 mm, 즉 모든 실험

체의 최대하중 시점을 지나면서 강성저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결융해 300 사이클을 경험한 BDF75-300 실

험체에서는 최종 파괴시까지의 강성저하 특성이 다른 실

험체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결융해시 콘크리트 내

모세관수의 동결팽창으로 인해 내부 파손이 발생함으로

써 반복재하시 균열의 열림과 닫힘에 따른 균열면에서의

맞물림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균열면에서의 맞물림 저항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BF75

시리즈에서와 같이 인장 및 압축철근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압축측 콘크리트의 휨거동 기여분이 동결융해에 의

해 감소될 경우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5 에너지소산특성

Fig. 14는 BF13 및 BF75 시리즈의 누적에너지소산지

표(energy dissipation index)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누적에너지소산능력은 Fig. 12의 반복재하에 따른 이력

곡선(hysteresis loop)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산정되므로,

하중 또는 변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결융해에 의해 저하되는 강도 특성을

제외하면서 반복재하를 받는 휨거동에 의한 에너지소산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식 (2)와 같이 누적에너지소

산능력(E)을 최대하중(Pmax) 및 변위(δmax)로 나눔으로써

강도 및 변형특성 기여분을 무차원화하였다.

누적에너지소산지표 = (2)

BF13 시리즈에서는 Fig. 1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손

상 및 동결융해를 경험한 실험체의 에너지소산능력이

BF13에 비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동결융해 300사이클을 경험한

BDF13-300 실험체는 다른 실험체에 비해 약 50% 저감

E

P
max

δ
max

×

-----------------------------

Fig. 13 Stiffness degradation based on increasing cycle

Fig. 14 Energy dissip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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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에너지소산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Fig. 14(b)에 나타난 바와 같이 BF75 시리즈에서

는 인장철근비 증가로 인해 보의 최대하중 및 최대하중

시 처짐량이 다소 증대됨에 따라 누적에너지소산지표가

BF13 시리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에너지소산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범위에서 인위적 균열손상 및 동결융해

에 의한 영향은 최대철근비일 경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1)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동탄성계수는 동결융해 사이

클 진전에 비례하여 각각 6.1% 및 14.2%까지 저하

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콘크리트 내구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KS F 2456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상

대동탄성계수인 60%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내동해

성에 재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조 및 반복재하시 균열 및 파괴양상은 동결융해

사이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특이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조재하시 동결융

해 사이클이 진전됨에 따라 강도, 연성, 강성이 감

소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균열손상을 경험한

BDF13 시리즈는 현행 콘크리트설계기준에서 요구

하는 공칭모멘트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대하중 이전에서는 인위적 균열손상 및 동결융해

에 의해 강성이 감소되어 강성차이가 크게 나타났

으나, 최대하중 이후에는 강성차이가 감소하는 등

휨 부재의 연성능력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최대철근비를 갖는 경우, 동결융해

300사이클을 경험한 실험체의 강성이 지속적으로 감

소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반복하중을 경험하게 되

는 부재의 설계시, 내력 증가에 필요한 철근비 고

려뿐만 아니라 동결융해로 인한 압축측 콘크리트의

변형 및 이에 따른 처짐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에너지소산지표를 비교한 결과, 최소철근비인 경우

동결융해 300사이클을 경험한 실험체에서 낮은 에

너지소산특성을 보였으나, 최대철근비인 경우 동결

융해에 의한 에너지소산특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장철근비가 상대적으로 작

은 경우, 동결융해 경험 후 지진과 같은 반복하중

발생시 에너지를 소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

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연구 범위 내에서 동결융해를 300사이클 경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는 내동해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휨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추후 구조물의 휨성능에 대한 동결융

해 영향 평가 및 특성 규명시 전단경간비, 직사각

형 단면형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실규모의

검증실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요구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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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동결융해 사이클을 경험한 2가지 종류의 휨부재의 거동특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결융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거동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실험체는 동결융해를 경험하기 전,

인장철근이 항복되기까지 손상을 입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반복하중 재하시 강성저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조 및

반복재하 실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실험 결과, 동결융해 300사이클을 경험한 콘크리트의 상대동탄성계수는 86.8%까지

감소되었으나 내동해저항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조재하 실험 결과, 동결융해 사이클에 따른 휨

강도, 연성 및 강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위적 균열손상을 경험한 BDF13 시리즈는 현행 콘

크리트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칭모멘트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재하시 BF75 시리즈에서 동결융해

를 경험함에 따라 10% 이상의 반복강성 저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내진부재와 같이 반복하중을 받게 되는 부재를 설

계할 경우, 동결융해로 인한 압축측 콘크리트의 변형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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