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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simple method to improve the bond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RC) beams having

high-strength shear reinforcement. In general, the yield strength and the ratio of shear reinforcements are the main parameters gov-

erning the shear capacity of RC beams. The yield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however, has little influence on the bond capacity

of RC beams. Therefore, a sudden bond failure of the members with high-strength shear reinforcement can occur before flexural

failure. To estim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four RC beams were cast and tested. The main test param-

eters were the yield strength, ratio, and reinforcing types of shear reinforcem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

posed method was able to effectively improve the bond performance of RC beams with high-strength shea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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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구조기술의 꾸준한 진보에 힘입어 최근 세계적으

로 초고층 건축물들이 실현되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RC) 구조물의 경우에는 자중의 중량화로 인한 부재 치

수의 증대로 인하여 초고층 구조물로는 불리한 구조형식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구조물에 RC 구

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재료의 고강도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국외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강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우리나라의 경우 고강

도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80 MPa이

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고강도 강재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 강재에 대한 연구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경

우에는 주근의 고강도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 중

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 시 전단보강근의

과밀한 배근과 이에 따른 시공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전단보강근의 고강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RC 부재의 전단내력은 전단보강근의 비와 전단보강근

의 항복강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단보

강근으로 고강도 강재를 사용한다면 전단보강근의 양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배근 간격을 넓힐 수 있어 시공 능

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착 내력은

횡보강근의 양에는 영향을 받지만 강재의 항복강도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따라서 횡보

강근의 배근상황에 따라 전단파괴보다 부착파괴가 먼저

선행될 위험성이 있다. 

Fig. 1은 아치기구와 트러스 기구에 의한 전단강도와

전단보강근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단보강근의 양

(ρw fwy)이 0.2ν fck이하일 때는 아치 기구와 트러스 기구의

합에 의하여 전단내력을 부담하지만, 0.2ν fck 이상일 경

우에는 트러스 기구만에 의하여 전단내력을 부담하게 된

다. 또한 전단보강근의 양(ρw fwy)이 0.5ν fck를 초과하면

콘크리트의 압괴에 의하여 전단내력이 결정된다. 따라서

전단보강근량이 증가 하더라도 전단내력 증진 효과는 기

대할 수 없게 된다.
5-8)

 

Fig. 1
9)
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트러스 이론에 따르면 전

단보강근의 강도(fwy)를 높이고 보강근비(ρw)를 낮추면 보

통 강도의 보강근을 조밀하게 배근하는 것과 동일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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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내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보강

근 비를 낮추면 주철근의 부착 열화에 기인한 부착할렬

파괴가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2,5)

 

현재 부착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측 주철

근을 폐쇄형 보조근(sub-tie)으로 횡구속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지만, 시공의 번잡함으로 인하여 시공능률을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부착파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시

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내측 주철

근을 비폐쇄형 U자 보강근으로 구속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2,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RC 보의 부착성능에 대

한 제안된 비폐쇄형 U자 보강근의 기여 정도를 실험적

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체

이 연구에서는 RC 부재의 부착 및 전단내력에 지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전단보강근비(ρw)와 전단보강

근의 항복강도(fwy)를 실험 변수로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특히 Fig. 1의 A영역과 같이 트러스 기구만으로 전단내

력을 부담하도록 전단보강근의 양을 결정하였다. 

실험체 특성과 상세는 Table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체는 단면이 300 × 300 mm이며 중앙부의 실험영역

(1,200 mm)과 양단의 스터브(800 mm) 부분으로 구성 되

어있다. 스터브 부분은 실험 영역보다 선행 파괴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단보강근의 간격을 밀실하게 배근

한 후 FRP 시트로 보강하였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17.3 MPa

이었다. 주철근의 배근상세는 모든 실험체가 동일하며 부

재의 휨파괴가 선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복강도가

863.6 MPa인 철근(D22)을 상한단에 각각 4대씩 배근하였다.

기본 실험체인 SP1 실험체에서는 전단보강근이 외측

주철근만을 구속하도록 계획하였다. 전단보강근으로는 항

복강도가 451.8 MPa인 D10 철근을 실험구간인 중앙부

1,200 mm 구간에 12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SP2 실

험체는 SP1 실험체와 전단보강근비가 동일하지만 전단

Fig. 1 Shear strength versus ρwfwy relationship

Table 1 Properties of specimens and test results 

Specimens Concrete
Shear reinforcement Longitudinal

reinforcement

U-shape

reinforcement

Vexp

(kN)

Failure

modesfwy (MPa) ρw (%) ρw fwy (MPa) s (mm)

SP1

fck = 17.3

(MPa)

 451.8 0.39 1.76 120 4-D22

fy = 863.6

(MPa) 

- 153 Bond failure

SP2 1239.0 0.39 4.83 120 - 157 Bond failure

SP3  451.8 1.27 5.73  75 - 271 -

SP4 1239.0 0.39 4.83 120 fwy = 451.8 202 Bond failure 

Note) predicted shear force at the yielding of tension reinforcement is 642.5 kN 

Fig. 2 Detail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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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근의 항복강도( fwy)를 1,239 MPa로 하여 전단보강근

의 양(ρw fwy)을 높여 부착강도에 대한 전단보강근 항복

강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SP3 실험체는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가 451.8 MPa인

폐쇄형 전단보강근으로 내·외측 주철근을 모두 구속하

였으며 SP2 실험체와 전단보강근량(ρw fwy = 5.73 MPa)이

유사하도록 전단보강근의 간격을 75 mm로 계획하였다.

SP4 실험체는 SP2 실험체와 동일한 배근에서 내측 주철

근을 비페쇄형 U자 보강근으로 구속하였다. 

주철근에는 실험구간 내에서의 평균부착응력과 내·외

측 주철근의 부착성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변형률게이지(WSG)를 부착하였다. 또한 내·외

측 및 U자 보강근에는 변형상태와 항복유무를 계측하기

위하여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다. 

2.2 실험 방법

실험체 세팅현황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가력

방법은 Fig. 4와 같이 실험 구간에 일정한 전단력이 작용

하도록 역대칭 휨모멘트를 가력하였다. 실험 구간의 전단

력-변형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쪽 스터브에 볼트를

매립하여 Fig. 3과 같이 2개의 LVDT를 설치하였으며 이

들 LVDT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재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결과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결과는 Fig. 5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모든 실험체는 양단부의 인장영역에서 휨균열이

발생한 후 경사균열로 진전되었으며, 이후 Fig. 6과 같이

실험구간의 압축영역에 있는 주철근을 따라 부착할렬 균

열이 발생하면서 최대내력에 도달하였다. 

Fig. 5는 실험에서 계측된 전단력-변형각 관계를 나타

낸다. SP1과 SP2 실험체는 부재 변형각 1% 이전에 최

대내력에 도달한 후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SP4

실험체는 변형각 1% 내외에서 부재강성의 저하가 확인

되었으나 변형각 약 2.2%까지 꾸준히 내력이 증가면서

연성적인 거동을 보였다. 내·외측 주철근을 모두 구속

한 SP3 실험체는 변형각 약 1.5%에서 강성의 저하와 함

께 Fig. 6(c)와 같이 주철근을 따라 부착할렬 균열이 발

생하여 최대내력에 이르렀으나 실험기기의 한계로 인하

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종료 후 균열상황을 나타낸

Fig. 6(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주철근을 따

라 발생한 부착할렬 균열로 인하여 270 kN을 약간 상회

하여 최대내력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Test setup

Fig. 4 SFD and BMD Fig. 5 Shear force versus drift angle relationships

Fig. 6 Crack pattern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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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만을 다르게 한 SP1 실험체

( fwy = 451.8 MPa)와 SP2 실험체( fwy = 1,239 MPa)의 거동

은 Fig. 5와 Fig. 6(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철근의 부착강도가 동일한

경우 전단보강근의 강도가 부착할렬 파괴에 미치는 영향

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 반면에 내·외측 주철근을 모두

구속하고 전단 보강근량을 SP2와 유사하게 한 SP3 실험

체의 경우, 주철근의 부착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SP2와 배근형태가 동일하되 비폐쇄형

U자 보강근으로 내측 주철근을 구속한 SP4 실험체는 SP2

실험체에 비하여 약 30% 내력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비폐

쇄형 U자 보강근이 내측 주철근을 구속하여 실험체의 부

착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3와 SP4 실험체의 경우 폐쇄형 보조근

과 U자형 보강근에 의한 주철근의 구속효과로 부착내력

이 증진됨으로써 휨 균열 또한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Strain distribution of SP1 Fig. 8 Strain distribution of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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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ain distribution of SP3 Fig. 10 Strain distribution of 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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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철근 및 전단보강근의 변형률 분포 

변형률게이지로부터 계측된 철근의 변형률 분포는 Figs.

7~10에 나타내었다. Figs. 7~10의 (a)와 (b)의 내·외측

주철근의 변형률 분포도를 보면, 모든 주철근에서 인장

력 이동(tension shift, D영역)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C~A

영역의 응력구배로 인한 부착력에 의하여 전단력에 저항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실험체에서 최대변

형률 구배는 C영역에서 선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B영역으로 전이되어 최대내력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실험체에서 내측 주철근의 변형률 구배가 외측 주

철근의 변형률 구배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철근

의 부착 열화가 내측 주철근에서 선행하여 외측 주철근

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내측 주철근을 구속

한 SP3와 SP4 실험체의 경우 내·외측 주철근 모두 큰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7~10의 (c)와 (d)는 실험체의 전단보강근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다. 모든 실험체에서 전단보강근의 항복 이

전에 부착할렬 균열이 크게 진전되어 파괴에 이르렀다.

또한 SP3 실험체의 폐쇄형 보조근과 SP4 실험체의 비폐

쇄형 U자 보강근의 변형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3.3 주철근의 부착응력

실험 구간의 부착응력은 실험에서 계측된 철근 변형률

을 바탕으로 Fig. 11과 같이 평균 부착응력 개념을 이용

하여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1) 

여기서 ε1과 ε2는 1과 2지점에서의 철근 변형률, Es는 철

근의 탄성계수(MPa), Ast는 철근의 단면적(mm
2
), 는

철근 공칭둘레의 합, L은 실험구간의 길이이다. 

Fig. 12는 식 (1)로부터 구한 내측 및 외측 주근의 부

착응력-부재 변형각 관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실험체는 공통적으로 외측 주철근의 부착강도가 내

측 주철근의 부착강도보다 크게 발현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인장영역인 C영역에서 부착 열화가 선행하여

B영역으로 전이된 후 실험체의 부착할렬파괴가 발생한

것을 Fig. 12로부터 알 수 있다. 

Fig. 12(a)와 (b)는 E 영역에서의 내측 및 외측 주철근

의 부착응력-부재 변형각 관계를 나타낸다. 부재 변형각

이 0.5% 내외에서 내측 주철근이 먼저 최대 부착응력에

도달 한 후 외측 주철근이 최대 부착응력에 도달하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내측 주철근이 Fig. 13과 같이 외

측 주철근보다 링텐션
10)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부

착할렬 균열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철근 변형률 분포도에서 부착 균열이 C 영역에서 B 영

역으로 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Fig.

12(c)~(f)에 B와 C 영역에서의 부착응력-부재 변형각 관

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 제안식과 실험 결과의 비교

를 위하여 Fujii-Morita
5)
 부착강도 식에 의한 부착응력(τfm)

을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부록에 이 식을 기술하였다.

그림으로부터 부착응력 또한 철근의 변형률 분포도와 동

일하게 C 영역에서 먼저 최대 부착응력(부재 변형각

0.2~0.5%)에 도달 한 후 B 영역에서 최대 부착응력(부재

변형각 0.5~0.7%)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주철근의 부착파괴는 C 영역에서 B 영역으로 전이

된 후 최종적으로 부재가 부착파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외측 주철근을 모두 구속한 SP3와 SP4 실험체가

외측 주철근만 구속한 SP1과 SP2 실험체보다 높은 부착

응력을 나타내어 전단보강근에 의한 주철근의 구속 정도

가 부착강도 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 결

과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강도 전단보강근

과 비폐쇄형 U자 보강근을 혼용한 SP4 실험체가 고강도

전단보강근으로 외측 주철근만 구속한 SP2 실험체보다

높은 부착성능을 보였다. 이것은 비폐쇄형 U자 보강근

이 내측 주철근을 구속하여 부재의 부착성능이 향상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Fig. 13(b)의 SP3와

SP4 실험체와 같이 내측 주철근을 구속함으로써 부착성

능이 향상되어 부재의 내력증진을 가져왔다. 따라서 비

폐쇄형 U자 보강근은 폐쇄형 보조근과 같이 내측 주철

근에 대한 구속효과가 높아 부재의 부착강도 향상에 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전단보강근을 사용한 철근콘크

리트 부재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폐쇄형 U

자 보강근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성능은 전단보강근량(ρw fwy )

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지만 부착성능은 전단보강근

의 항복강도보다는 보강근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

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주철근의 효과적인 구속 없이 고강도 전단보강근을

사용할 경우 부착파괴가 선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τbond

ε
2

ε
1

–( ) Es Ast⋅ ⋅
Σψ L⋅

------------------------------------------=

Σψ

Fig. 11 Average bo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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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콘크리트 보의 부착성능은 이 실험결과 주철근

의 구속유무에는 영향을 받지만 구속형태(폐쇄형과

비폐쇄형)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4) 고강도 전단보강근과 U자 비폐쇄형 보강근을 혼용

한 SP4 실험체가 고강도 보강근으로 외측 주근만

Fig. 12 Bond stress versus drift angle relationships

Fig. 13 Ring tens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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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한 SP2 실험체보다 높은 내력을 나타내었다. 이

는 고강도 횡보강근이 전단력을 부담하고 비폐쇄형

U자 보강근이 주철근을 효과적으로 구속하여 부착

력을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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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Fujii-Morita가 제안한 부착강도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τco와 τst는 각각 콘크리트와 횡보강근의 부착강

도를 뜻하며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bi는 부착할렬 패턴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로 다

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for side split) 

 (for coner split) 

여기서 b는 단면의 폭, N은 주근의 개수, s는 횡보강근

의 간격, db는 주근의 지름, Cs는 측면 피복 두께, Cb는

저면 피복 두께, Ast는 1쌍의 횡보강근 단면적, fck는 콘크

리트 압축강도, k는 bi = bsi인 경우 1.0이고 bi = bci인 경우

이다.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전단보강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편한 방법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와 보강근비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내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보의 부착성능은 보강근의 항복강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강도 전단보강근을 사용한 경우 부착파

괴의 위험성이 있다. 제안된 방법의 구조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철근콘크리트 보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

험하였다. 실험변수는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와 보강근비 및 보강형태로 계획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철근콘

크리트 보의 부착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부착응력, 고강도 전단보강근, U자형 전단보강근, 부착파괴, RC 보

τfm τco τst+=

τco 0.096bi 0.134+( ) fck=

τst 7.8
k Ast⋅

s N db⋅ ⋅
-------------------- fck 0.27 fck≤=

bi min bsi bci,( )=

bsi

b

N db⋅
------------- 1–=

bci 2 1
Cs Cb+

db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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