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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compression splice needs not be longer than the tension slice due to existence of end bearing, current

design codes impose a longer compression lap splice than a tension lap splice in high strength concrete. Hence, new criteria for

the compression lap splice including the effects of concrete strength need to be sought for economical design involving ultra-high

strength concrete. An experimental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column specimens in concrete strength of 80 and 100 MPa. Test

results show that the splice strength can be evaluated to be proportional to square root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Bar

stress developed by end bearing is not affected by splice length and is expressed with a function of the square root of concrete

strength. Mean value of stresses developed by end bearing is 16.5 square root of fck. The stresses developed by bond in compression

splices are nearly identical to those in tension splices and, therefore, strength increment of compression splices is attributed to end

bearing only. From regression analysis of 58 tests, a design equation is proposed for compression lap splice in 40 to 100 MPa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By the proposed equation, the anomaly of lap lengths in tension and compression is got rid of.

In addition, the equation has a reliability equivalent to those of the specified strengths of materials.

Keywords : compression lap splice, bond, end bearing, splice length, design equation

1. 서 론

철근 압축이음길이는 단부 지압력이 존재하므로, 인장

이음길이보다 짧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
1,2)
에서는

압축이음길이 산정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고려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압축이음길이가 인

장이음길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최근 압축강

도 60 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구조물이 증가

하고 있으며, 100 MPa를 초과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실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3)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제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거

동과 상이한 현행 설계기준식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저자

들은 실험적 연구를 근거로 철근의 압축이음강도 평가식

을 도출하였다.
4,5)

 또한 5% 분위수 개념을 도입하여 70 MPa

이하 압축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철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범위를 넘는 80, 100 MPa 콘

크리트를 이용한 횡보강근이 없는 압축이음 실험을 실시

하고, 철근 압축이음강도 평가식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2.1 실험 변수의 설정

저자들의 기존연구
4,5)

 및 Cairns의 연구
6)
에서 철근 순

간격 1.5db ~ 3.0db 범위에서는 압축이음강도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

트 압축강도와 이음길이만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횡보강

근의 영향은 후속연구에서 수행한다.

철근 지름은 10,000 kN 용량 가력장비의 규모와 저자들

의 기존 연구
4,5)
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2 mm와 29 mm

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기존 연구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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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80 MPa와 100 MPa로 설정하였다. 이음강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음부 파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저자

들의 기존 연구
4)
에서 제안한 이음강도 평가식을 이용하

여 이음파괴가 가능한 가장 긴 이음길이를 철근 지름의

10배로 선정하였다. 이음길이에 따른 이음강도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철근 지름의 4배와 7배를 추가하였다. 

콘크리트 설계강도 80 MPa에는 동일 실험체 4개씩,

100 MPa 콘크리트 설계강도를 갖는 실험체는 2개씩 제작

하여 총 실험체 수는 36개이다.

2.2 실험체 설계

지름 22 mm를 사용한 실험체의 상세를 Fig. 2(a), (b)

에 나타내었다. 4쌍의 이음이 있는 기둥 실험체를 제작

하였으며, 중심 압축실험에서 편심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해 단면은 상하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음되

는 철근 사이의 쪼갬파괴(Fig. 2(b)의 수평선)를 유도하

기 위해 충분한 피복두께(2.5db) 및 철근열 사이 간격(5db)

을 확보하였다. 철근 순간격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최소 순간격인 철근 지름의 1.5배로 선정하였다. 가력되

는 하중이 정착길이 없이 바로 철근에 작용하도록 양단

부에 두께 20 mm 강판을 두고, 이 강판에 커플러를 용

접한 후 나사를 가공한 철근을 연결하였다. 또한 단부의

국부적인 조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양단부에 탄소섬유

쉬트를 2겹씩 보강하였다. 지름 29 mm를 사용한 실험체

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단면 상세치수는 Fig. 2

에 표시한 철근 지름의 비례에 따르며, (가로) × (세로)

× (높이)는 248 × 349 × 1,160 mm이다.

2.3 가력 및 계측방법

가력은 기둥의 중심 압축실험과 동일하게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가력하였다. 10,000 kN 용량의 유압잭을 이

용하여 단조증가 하중을 Fig. 2(c)와 같이 가하였다.

부착과 지압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변형률게이지

를 철근 끝단에서 1db 떨어진 곳(Fig. 2(a)의 S13)과 이음

이 끝나는 점에서 2.5db 떨어진 지점(S12)에 설치하였다.

Fig. 2(a)의 철근 변형률게이지 번호는 S[철근번호 1~3][

위치번호 1~3]로 구분한다. 철근의 편심에 의한 변형률

왜곡을 막기 위해, 철근 각 위치의 양면에 변형률게이지

를 부착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총 8본의 철근 중 3본

(Fig. 2(b)에서 검은색 철근)의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기둥

높이 중앙의 4표면 가운데마다 콘크리트 변형률을 계측

하여, 가력 초기단계에 편심의 유무를 파악하고 최대 하

중 시 철근 변형률과의 비교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재료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령 7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실

시하였으며, 설계압축강도가 발현된 날부터 압축이음 실

험을 실시하였다. 압축이음 실험 시작 이후에도 1주일

간격으로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체

별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실험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산정

하였다. 실험체별 강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80 MPa

과 100 MPa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3(a)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철근의 종류별로 시험편 3개씩 인장시

험을 실시하였다. 철근별 항복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콘크리트 강도 100 MPa를

사용한 실험체에 사용된 29 mm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

선은 Fig. 3(b)와 같다.

3.2 파괴유형

모든 실험체는 순간적으로 파괴 되었는데, 정상적인 이

음부 파괴가 발생된 경우 Fig. 4(a)처럼 콘크리트가 폭렬

하였다. 이음구간에서 발생된 부착과 이음 단부의 지압

Fig. 1 Comparison of calculated splice lengths with varying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s for fy = 400 MPa

Fig. 2 Details of D22-specimen and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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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된 횡방향 인장력에 의해 피복 콘크리트가

밖으로 밀려나면서 파괴가 발생되었다. 콘크리트 압축강

도 차이에 따른 파괴유형의 차이는 없었다.

파괴유형은 기존 연구
4,5)
와 동일하게, 이음부 쪼갬파괴,

압축파괴, 단부파괴, 그리고 편심파괴 4가지로 분류하였

다. 각 파괴의 정의와 특징은 기존 연구
5)
에 자세히 서술

되어 있으며, 실험체별 파괴유형은 Table 2에 정리하였

다. Fig. 4(b)는 이음부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쪼갬파괴를

보여주고 있다. 이음부 쪼갬파괴를 제외한 파괴는 이음

강도와 무관하므로, 실험 결과 분석에는 이음부 쪼갬파

괴가 발생한 실험체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3.3 이음강도

계측된 철근 변형률과 재료시험에서 구한 철근의 탄성

계수를 이용하여 이음강도를 산정하였다. 계측된 변형률

을 응력으로 환산한 후 동일 시점에 철근 3가닥의 평균

응력의 최대값을 이음강도로 결정하였다. 실험체별 이음

강도( fsc,e)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음길이가 증가할수록 이음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이

음길이에 따른 이음강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실험체

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Fig. 5의 y

축은 이음강도를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표

현하였다. 기존에 실시된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과
4)
를 함께 나타내보면, 로 표준화된 이음강

도는 이음길이와 단조증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실험체의 이음강도를 현행 설계기준
1,7)
과 Cairns 식

8)

으로 평가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따른 압축이음강도는 인장이음의 안전율 1.25를
9)

고려하고 평균 강도로 환산하면 식 (1)과 같다. fib 기준

에 따른 이음강도는 부분안전계수와 재료안전계수를 제

외하면 식 (2)로 표현할 수 있으며, Cairns는 평균 강도

예측식으로 식 (3)을 제안하였다.

 (1)
fck fsc KCI,

1.25
ls

0.72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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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tress-strain relations of materials 

Table 1 Summary of coupon tests of spliced bars

Specimen

series

Bar

diameter

(mm)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MPa)

C80D22-series 22 467.6 603.2 183,258

C80D29-series 29 491.6 622.1 192,084

C100D22-series 22 386.0 572.4 186,403

C100D29-series 29 458.5 603.9 190,526

Fig. 4 Typical failures of specimens

Fig. 5 Splice strengths normalized by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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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여기서 fsc,KCI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압축이음길이

규정에 인장이음의 안전율 1.25를 고려한 압축이음강도,

fsc,fib는 fib설계기준의 압축이음길이 규정에 따른 압축이

음강도, fsc,C는 Cairns의 압축이음강도 평가식이다.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은 Cairns, 콘크리트 구조설

계기준, fib 식이 각각 1.1, 3.1, 4.0이다(Fig.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은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강도를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sc fib,

1.45 fck( )2/3
ls

db

-------------------------------= for fck 50 MPa≤

5.15 fck( )1/3
ls

db

-------------------------------= for fck 50 MPa≤

fsc C, 1.4
ls

db

----- 29.4+⎝ ⎠
⎛ ⎞ fck=

Table 2 Test results

Specimens
a) fck

(MPa)

Failure

mode
b)

Pe

(kN)

fsc,e
(MPa)

fbrg,e
(MPa)

fb,e
(MPa)

C80D22-L4 4 83.4 FS 3,657 419.6 214.6 205.0

C80D22-L4-1 4 84.5 FS 3,546 296.1 136.0 160.1

C80D22-L4-2 4 79.9 FS 3,470 345.5 134.3 211.2

C80D22-L4-3 4 80.7 PS+Ec 3,413 337.8 N.A. N.A.

C80D22-L7 7 83.5 PS 3,993 444.0 167.1 267.9

C80D22-L7-1 7 85.1 PS+Ec 3,767 410.9 137.1 273.8

C80D22-L7-2 7 79.4 PS 3,773 358.7 151.8 206.9

C80D22-L7-3 7 80.0 PS 3,273 437.8 116.6 321.2

C80D22-L10 10 84.5 PS 3,833 453.2 178.1 275.0

C80D22-L10-1 10 84.4 FS 4,063 440.0 135.1 305.0

C80D22-L10-2 10 79.6 FS+C 3,877 467.6
c)

186.4 281.2

C80D22-L10-3 10 80.3 FS 3,693 441.7 112.9 328.7

C80D29-L4 4 86.5 FS 5,770 362.7 154.5 208.2

C80D29-L4-1 4 88.8 FS 5,684 333.6 167.6 166.1

C80D29-L4-2 4 82.0 FS 5,747 339.6  61.1 278.5

C80D29-L4-3 4 81.8 FS 5,740 354.6 171.7 182.9

C80D29-L7 7 86.2 FS 6,370 422.1 152.6 269.5

C80D29-L7-1 7 88.8 FS 7,075 491.6 162.8 328.8

C80D29-L7-2 7 81.2 PS+Ec 5,437 405.8 179.3 226.5

C80D29-L7-3 7 81.5 FS 6,093 402.7 171.5 231.2

C80D29-L10 10 89.1 PS 5,704 390.6 111.6 279.0

C80D29-L10-1 10 86.5 FS 6,917 491.6
c)

175.0 316.6

C80D29-L10-2 10 81.3 FS 5,393 431.2 108.3 322.9

C80D29-L10-3 10 82.0 FS 6,293 491.6
c)

165.0 326.6

C100D22-L4 4 101.9 FS+Ec 3,805 367.9 165.7 202.2

C100D22-L4-1 4 102.3 FS+C 4,157 386.0
c)

159.0 227.0

C100D22-L7 7 101.2 C 4,409 386.0
c)

195.8 190.2

C100D22-L7-1 7 102.0 C 4,247 386.0
c)

153.2 232.8

C100D22-L10 10 101.6 C 4,563 386.0
c)

139.6 246.4

C100D22-L10-1 10 102.0 C 4,502 386.0
c)

150.1 235.9

C100D29-L4 4 100.2 FS 7,340 451.7 186.1 265.6

C100D29-L4-1 4 101.1 FS 7,116 444.4 172.9 271.5

C100D29-L7 7 100.2 C 7,538 458.5
c)

186.2 272.3

C100D29-L7-1 7 100.7 C 7,124 458.5
c)

185.2 273.3

C100D29-L10 10 100.6 C 7,106 458.5
c)

163.9 294.6

C100D29-L10-1 10 99.4 C 7,594 458.5
c)

174.2 284.3

a) C①D②-L③-④ : ① is design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MPa), ② is bar diameter (mm), ③ is splice length normalized

by bar diameter, and ④ of “1, 2, 3” means a duplicate specimen

b) FS = fully splitting failure, PS = partially splitting failure, C = compression failure, Ec = premature failure due to eccentricity, and En

= premature failure due to end failure

c) Splice strengths reached yield strengths of spliced bars

Notations) ls = splice length, db = bar diameter, fck = measur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t test date, Pe = measured maximum

load, fsc,e = measured splice strength, fbrg,e = measured stress developed by end bearing, and fb,e = measured stress developed by bond

ls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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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길이가 짧을수록 더욱 과소평가하게 되어 이음길이

4db 실험체들에 대해서는 실제 강도의 20%이하로 평가

하였다. fib 기준에서는 단부 지압의 영향을 직접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음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

다. Cairns의 식은 36 MPa 이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음강도가 에 비

례하도록 식이 구성되어 높은 강도에서도 비교적 균일하

게 이음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3.4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

이음강도에 기여하는 지압의 영향은 철근 단부에 설치

한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실험체

별 계측값을 Table 2와 Fig. 7에 정리하였다. 지압에 의

해 발현된 강도는 이음길이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이 크긴 하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수행된 40, 60 MPa 콘

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과
4)
를 통합하면 일정한 경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지압강도 평가 방법으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8절

의 지압강도 평가식이 있으며, 하중 재하면적보다 지지

하는 부재의 면적이 충분히 큰 경우 식 (4)와 같이 표현

된다. 지압면적을 갖는 앵커의 측면파열파괴도 이 연구

의 실험에서 나타난 횡방향 폭렬현상과 유사하다. 콘크

리트 구조설계기준 부록 IV의 측면파열파괴 강도식을 이

실험에 맞게 변형하면 식 (5)와 같다.

(4)

(5)

여기서 fbrg,KCI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8절의 지압강

도, fbrg,F는 측면파열파괴 강도, ca1은 철근 중심에서부터

최소 피복두께, ca2는 ca1과 직각방향의 피복두께, s는 철

근 중심간 간격이다.

Fig. 8(a)는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를 식 (4)와 (5)로

예측한 값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분산이 매우 크기는 하

지만, [실험값]/[예측값]의 평균이 식 (4)와 (5)가 각각 1.0,

1.1로 나타났다. Fig. 8(b)는 기존에 수행된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지압강도 평가식은 낮은 콘크

리트 강도에서는 실험값을 과소평가 하고, 높은 콘크리

트 강도에서는 실험값을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파열파괴강도 평가식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예측

값의 경향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

근을 사용하는 식 (5)가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를 평

가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3.5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

부착의 기여도는 이음강도에서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

도를 빼면 구할 수 있다. 각 실험체별 값을 Table 2에 정

리하였다. 이음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가 높을수록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가 크다. 

인장이음길이 산정의 기본이 되는 Orangun 등이 제안

한 철근 표면의 평균 부착강도식을
9)
 수정하여 부착에 의

해 발현한 강도(이하 부착강도)로 표현하면 식 (6)과 같

다. ACI 408위원회에서는
10)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인장강

도와 파괴역학특성을 반영하여 횡보강근이 없는 경우의

부착강도 평가를 위해 식 (7)을 제안하였다.

 (6)

(7)

여기서 fb,O는 Orangun 등에 의해 제안된 식에 의한 부

착강도, c = min(cc, csi), cc는 순피복두께, csi는 철근 순간

격의 1/2, fb,408은 ACI 408위원회에서 제안한 식에 의한

부착강도, cmin= min(cc, cs), cmax=max(cc, cs), cs=min(csc, csi+

fck

fbrg KCI,

1.7fck=

fbrg F, 19.0
ca1

db

------- fck

1 ca2/ca1+

4
--------------------------⎝ ⎠
⎛ ⎞ 1

s

6ca1

----------+⎝ ⎠
⎛ ⎞=

fb O, 0.40
c

db

-----+⎝ ⎠
⎛ ⎞ ls

db

----- 16.6+
⎩ ⎭
⎨ ⎬
⎧ ⎫

fck=

fb 408,

1.82
ls

db

-----
cmin

db

--------- 0.5+⎝ ⎠
⎛ ⎞ 57.4+

⎩ ⎭
⎨ ⎬
⎧ ⎫

0.1
cmax

cmin

---------- 0.9+⎝ ⎠
⎛ ⎞ fck

4=

Fig. 6 Ratios of measured to predicted splice strengths

Fig. 7 Stresses developed by end bearing with varying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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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mm), cso는 측면 순피복두께, (0.1cmax/cmin + 0.9)

≤ 1.25이다.

인장이음의 부착강도 평가식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Orangun 등의 식은 실험값을 과소평가

하여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이 1.14로 나타났다. ACI

408식은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이 0.94로 Orangun

등의 식에 비해 정확하게 부착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ACI

408식이 Orangun 등의 식보다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유

도되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므로,
10)

 압축이음의 부

착강도가 인장이음의 부착강도보다 높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

용한 기존의 실험 결과
4)
와도 유사하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해설에서는 휨인장 균열이 없

기 때문에 압축이음 또는 압축정착이 인장을 받는 철근

에 비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험 결과 부착은

동일하며, 단부 지압에 의한 효과만이 압축이음강도 증

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4. 이음강도 평가식
 

3장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압축이음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이음강도 평가식을

도출하였다. 이음강도를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와 부

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의 합으로 표현하여 평가식을 수

립하였다.

실험 결과 지압에 의해 발현된 압축이음강도는 콘크리

트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착

에 의한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 또는 1/4승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 Fig. 10의 그래프들은 동일

한 이음길이를 갖는 실험체들의 이음강도와 콘크리트 강

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와 기 수행된 40, 60 MPa 콘크리트로 제작된 실험

결과
4)
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음강도는 에 비례한

다는 가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가 가

장 적은 ls = 7db인 경우를 제외한, 3가지 이음길이에 대

해 α값이 1보다 작았으며, 모든 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

과 α값은 0.6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장강도에 지배

를 받는 부착강도와 전단강도에서는 α값으로 0.5가 사용

되어 왔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를 이용하여

압축이음강도 평가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 결과 지압에 의해 발현되는 강도는 이음길이에

무관하며,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지압

에 의해 발현된 강도를 으로 나누어 전체 실험 결

과를 평균하면 16.5 가 된다. 이음길이는 부착에 의

해 발현된 강도에만 영향을 주므로, 지압에 의해 발현된

16.5 값은 이음길이를 변수로 하는 이음강도 평가식

의 상수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자들의 기존연구
4)
에서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는

이음길이의 제곱근( )으로 표현하는 것이 실험값을

fck

 α

fck

fck

fck

fck

ls/db

Fig. 8 Ratios of measured to predicted stresses developed by

end bearing

Fig. 9 Ratios of measured to predicted stresses developed by

bond

Fig. 10 Relations between concrete strength and splic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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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를 의 함수로 표현하여 40, 60 MPa 콘크리트

로 실험한 데이터를 포함한 총 58개 실험 결과를 회귀

분석한 결과 식 (8)을 얻었다. 

 (8)

여기서 fsc,p, fb,p, fbrg,p는 각각 예측된 압축이음강도, 부착

에 의해 발현된 강도,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이다.

Fig. 11은 이음길이에 따른 이음강도와 지압에 의해 발

현된 강도를 나타난 그래프로, 식 (8)에 의한 예측곡선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식 (8)의 두 번째 항 16.5 는 지

압에 의해 발현된 평균 강도로 y절편이 되며, 식 (8)이

실험값을 잘 대변함을 알 수 있다. 58개 실험체의 계측

된 강도와 식 (8)에 따라 예측된 강도를 Fig. 12에서 비

교하였다.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편향되지 않게 고른 예

측이 가능하였으며,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은 1.0,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는 9.6%로 매우

양호하였다. 

5. 이음길이 설계식

이음도 철근의 일부분이므로, 이음강도는 철근의 설계

기준항복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강도와 신뢰성을 확보해

야 한다. 현행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인장이음에는 실

험에서 구한 평균 강도에 안전율 1.25를 사용하고 있으

며,
9)
 압축이음에서는 특별한 배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KS

D 3504에서는
11)

 ISO 6935-2에
12)

 따라 5% 분위수(fractile, 실

제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초과할 확률이 95%이며 이에 대

한 신뢰성이 90%)에
13)

 근거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

다. 따라서 5% 분위수에 근거한 설계기준이음강도를 산정

하면 이음은 철근 모재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4장에서 산정된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과 변동계

수 그리고 실험체 수를 이용하여 5% 분위수 계수 n5%를

산정하면 0.81이다. 식 (8)과 n5%를 이용하여 압축이음길

이로 표현하면 식 (9)와 같다. 현행 설계기준의 압축이음

길이 산정식이 일반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충분히 검증되

었으며 인장이음길이보다 짧은 이음길이를 요구하므로,

현행 압축이음길이 산정식을 상한값으로 사용하였다.

(9)

여기서 상한값 0.072fydb는 fy가 400 MPa 이하인 경우이며,

fy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경우 (0.13fy− 24)db를 사용한다.

제안된 압축이음길이를 현행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Fig. 13

에 나타내었다.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의 상

한값을 70 MPa로 제한하고 있지만, 100 MPa까지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Fig. 13에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현행

설계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45 MPa이상에서

는 압축이음길이가 (c + Ktr) / db = 2.5인 B급 인장이음보

다 더 길어진다. 제안된 식 (9)를 이용하면 이러한 현상

을 해소하여 실제 현상에 부합되는 압축이음길이를 산정

할 수 있다. 실험에서 fy(= 400 MPa) 이상 이음강도가 발

현된 실험체의 콘크리트 강도와 이음길이를 Fig. 13에 함

께 표현하였다. 실험에서는 특정 이음길이(4, 7, 10, 15,

ls/db

fsc p, fb p, fbrg p,+ 11.1
ls

db

----- fck 16.5 fck+= =

fck

ls

db

-----

fy

0.81 fck

--------------------- 16.5–

11.1
-------------------------------------

2

0.072fydb≤=

Fig. 11 Effect of splice length

Fig. 12 Comparison of test results and predicted values

Fig. 13 Comparison of splice lengths using KCI2007 and

proposed equation with tests where splice strengths

were equal or greater than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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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b)만 사용되었으므로 철근의 설계기준강도를 발현하

는 정확한 이음길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식 (9)가 실험

결과에 비해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결 론

현행 설계기준식에 따르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철

근 인장이음길이보다 압축이음길이가 더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압축이음은 단부 지압이 존재하므로, 인장이음

보다 길 필요는 없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제적 실용

화를 위해 합리적인 압축이음강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설계강도 80, 100 MPa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횡보

강근이 없는 압축이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 결

과에서 분석된 이음길이와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압축이음강도 평가식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 결과 압축이음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

에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지압에 의해 발현되는 이음강도는 이음길이와 무관

하며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8개 실험체의 평균은 16.5 이다.

3) 부착에 의해 발현되는 강도를 ACI 408식으로 평가

한 결과 [실험값]/[이론값]의 비는 평균 0.94로, 인장

이음의 부착강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인장

이음강도에 대비한 압축이음강도의 향상은 단부 지

압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4) 통계적 기법에 기반을 둔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식을 이용하면 이음부가 철근 재

료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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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설계기준식에 따르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철근 인장이음길이보다 압축이음길이가 더 길어지는 현

상이 발생된다. 압축이음은 단부 지압이 존재하므로, 인장이음보다 길 필요는 없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제적 실용

화를 위해 합리적인 압축이음강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강도 80, 100 MPa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횡보강근

이 없는 압축이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압축이음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지압에 의해 발현되는 이음강도는 이음길이와 무관하며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8

개 실험체의 평균은 16.5 이다. 부착에 의해 발현되는 강도를 ACI 408식으로 평가한 결과 [실험값]/[이론값]의 비는

평균 0.94로, 인장이음의 부착강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서 인장이음강도에 대비한 압축이음강도의 향상은 단부 지

압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실험결과에서 분석된 이음길이와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압축이음강도 평가

식과 압축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설계식은 통계적 기법에 기반을 두어, 이음부가 철근 재료강도와 동일

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압축이음, 부착, 지압, 이음길이, 설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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