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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Pa 이하 콘크리트의 철근 압축 이음 강도와 이음 길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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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a compression splice length does not need to be longer than a tension splice length due to end bear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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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rete strength effect need to be found for economical design of ultra-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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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ransverse reinforcement.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splice strengths improved when the amount of transverse reinforcement

increased. However, end bearing strength did not increase when larger amount of transverse reinforcement is provided within the

spliced zone. Therefore, the splice strength enhancement was at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bond. From regression analysis of

94 test results including specimens made with concrete strength of 40 and 60 MPa, a new design equation is proposed for com-

pression lap splice in th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ranging from 40 to 100 MPa with transverse reinforcement. By using the

proposed equation, the incorrect design equations for lap splice lengths in tension and compression can b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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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verse reinforcement

1. 서 론

철근 압축 이음 길이는 단부 지압력이 존재하므로, 인

장 이음 길이보다 짧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
1,2)
에

서는 압축 이음 길이 산정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압축 이음 길이가

인장 이음 길이보다 길어진다. 

저자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압축강도 70 MPa까지 콘

크리트에서 철근의 압축 이음 강도 평가식을 도출하였다.
3,4)

또한 횡보강근이 없는 100 MPa 콘크리트의 압축 이음

실험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철근 압축 이음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횡 보강근이 없는 조건에서

철근 압축 이음 길이 설계식을 개발하였다.
5)
 

압축 이음은 높은 압축력을 받는 기둥과 벽에서 주로 발

생되며, 기둥의 경우 이음 구간 내에 횡보강근이 배치된다.

횡보강근은 이음부에서 발생된 횡방향 인장응력에 저항하

는 직접적인 효과와, 수직 하중에 의해 발생된 코어 콘크

리트의 횡방향 변형을 구속하여 피복 콘크리트의 탈락을

지연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

구 범위를 넘는 횡보강근을 갖는 80, 100 MPa 콘크리트를

이용한 압축 이음 실험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횡보강근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철근 압축 이음 강도 평

가식과 압축 이음 길이 설계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콘크리트 압축강도, 횡보강근의 배치, 그리고 이음 길

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철근 지름은 10,000 kN 용량 가

력 장비의 규모와 저자들의 선행 연구
3-5)
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2 mm와 29 mm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기존 연구 범위를 넘는 80 MPa과 100 MPa로 설정

하였다. 이음 길이는 철근 지름의 4배, 7배, 10배로 선정하

였다. 저자들의 선행 연구
4)
에서 제안한 이음 강도 평가식

을 이용하면 이음 길이가 철근 지름의 10배인 실험체는

이음부 파괴 이전에 철근의 압축 항복이 발생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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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었다. 콘크리트 설계강도 80 MPa에는 동일 실

험체 4개씩, 100 MPa에는 동일 실험체 2개씩 제작하여,

총 실험체 수는 36개이다.

지름 22 mm를 사용한 실험체의 상세를 Fig. 2(a), (b)

에 나타내었다. 4쌍의 이음이 있는 기둥 실험체를 제작

하였으며, 중심 압축 실험에서 편심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해 단면은 상하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횡보강

근은 지름 10 mm 철근을 사용하여 100 mm 간격으로 배

치하였다. 지름 29 mm를 사용한 실험체도 동일한 방법

으로 제작되었으며, 철근 간격, 피복 두께, 철근열 사이

간격, 실험체 단부 조건, 국부 파괴 방지를 위한 탄소섬

유쉬트 보강법은 저자들의 선행 연구
5)
와 동일하다.

가력은 기둥의 중심 압축 실험과 동일하게 콘크리트와

철근을 함께 가력하였다. 10,000 kN 용량의 유압잭을 이

용하여 단조 증가 하중을 Fig. 2(c)와 같이 가하였다.

부착과 지압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변형률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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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끝나는 점에서 4.0 db 떨어진 지점(S12)에 설치하였

다. Fig. 2(a)의 철근 변형률 게이지 번호는 S[철근번호

1~3][위치번호 1~3]로 구분한다. 철근의 편심에 의한 변

형률 왜곡을 막기 위해, 철근 각 위치의 양면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총 8본의 철근

중 3본(Fig. 2(b)에서 검은색 철근)의 변형률을 계측하였

다. 기둥 높이 중앙의 4표면 가운데마다 콘크리트 변형

률을 계측하여, 가력 초기 단계에 편심의 유무를 파악하

고 최대 하중 시 철근 변형률과의 비교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재료 시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철근의 종류별로 시험편 3개씩 인장 시

험을 실시하였다. 철근별 항복 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재령 7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설계 압축강도가 발현된 날부터 압축 이

음 실험을 실시하였다. 압축 이음 실험 시작 이후에도 1

주일 간격으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체별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를 회귀 분석

하여 산정하였다. 실험체별 강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3.2 파괴 유형

모든 실험체는 순간적으로 파괴 되었는데, 정상적인 이

음부 파괴가 발생된 경우 Fig. 3(a)처럼 콘크리트가 폭렬

하였다. 이음 구간의 부착과 이음 단부의 지압에 의해

발생된 횡방향 인장력에 의해 피복 콘크리트가 밖으로

밀려나면서 파괴가 발생되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차이

에 따른 파괴 유형의 차이는 없었다. 

파괴 유형은 기존 연구
3,4)
와 동일하게, 이음부 쪼갬 파괴,

압축 파괴, 단부 파괴, 그리고 편심 파괴 4가지로 분류

하였다. 실험체별 파괴 유형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3(b)는 이음부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쪼갬 파괴를 보여주

고 있다. 횡보강근이 없는 실험체들
5)
에 비해 파괴 후 콘

크리트의 탈락 정도는 적었다. 이음부 쪼갬 파괴를 제외

한 파괴는 이음 강도와 무관하므로, 실험 결과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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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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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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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 쪼갬 파괴가 발생한 실험체만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3.3 이음 강도

계측된 철근 변형률과 재료 시험에서 구한 철근의 탄

성계수를 이용하여 이음 강도를 산정하였다. 계측된 변

형률을 응력으로 환산한 후 동일 시점에 철근 3가닥의

평균 응력의 최대값을 이음 강도로 결정하였다. 실험체

별 이음 강도(fsc,e)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횡보강근량에 따른 이음 강도의 증가를 평가하기 위하

여, 계측된 이음 강도를 횡보강근이 없는 압축 이음 강

도 평가식
5)
으로 예측된 강도(fsc,p,uncon)로 나눠서 Fig. 4에

나타내었다. 횡보강근량은 ACI 318-08에서 사용된 횡방

향 철근지수 Ktr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Atr은 쪼갬 파괴면에 걸쳐진 횡보강근량(mm
2
), str

은 횡보강근 배근 간격(mm), n은 쪼갬 파괴면에 걸쳐진

Ktr

40Atr

strn
-------------=

Table 2 Test results

Specimens
a) fck

(MPa)

Failure

mode
b)

Pe

(kN)

fsc,e
(MPa)

fbrg,e 

(MPa)

fb,e
(MPa)

C80D22-L4-HW 4  85.2 PS 3,813 391.1 144.4 246.7

C80D22-L4-HW-1 4  84.9 PS 3,903 395.5 159.0 236.5

C80D22-L4-HW-2 4  79.0 FS 3,607 408.4 114.1 294.2

C80D22-L4-HW-3 4  80.6 FS 3,583 406.8 130.7 276.1

C80D22-L7-HW 7  83.2 PS 3,970 467.6
c)

142.7 324.9

C80D22-L7-HW-1 7  85.0 FS+C 4,220 377.6 118.4 259.2

C80D22-L7-HW-2 7  79.9 FS 3,723 457.5 129.4 328.1

C80D22-L7-HW-3 7  80.9 Ec 3,560 395.7 124.2 271.6

C80D22-L10-HW 10  83.2 C 4,010 456.9 148.9 308.1

C80D22-L10-HW-1 10  84.0 C 4,120 467.6
c)

160.1 307.5

C80D22-L10-HW-2 10  80.1 Ec 3,386 429.6  92.3 337.3

C80D22-L10-HW-3 10  79.3 C 3,847 467.6
c)

112.0 355.6

C80D29-L4-HW 4  88.4 FS 6,977 436.3 165.1 271.2

C80D29-L4-HW-1 4  86.0 PS+En 5,650 442.8 184.4 258.4

C80D29-L4-HW-2 4  84.9 FS 6,856 408.5 180.3 228.2

C80D29-L4-HW-3 4  84.3 FS 6,792 488.7 130.0 358.8

C80D29-L7-HW 7  88.9 FS 7,772 413.5 139.7 273.8

C80D29-L7-HW-1 7  88.7 FS 6,730 N.A. 116.1 N.A.

C80D29-L7-HW-2 7  81.9 Ec+En 5,550 319.7 144.1 175.6

C80D29-L7-HW-3 7  85.0 PS+En 6,867 343.0 204.8 138.2

C80D29-L10-HW 10  85.2 Ec+C 5,963 385.3 143.1 242.2

C80D29-L10-HW-1 10  88.8 C 6,702 414.9  58.7 356.1

C80D29-L10-HW-2 10  81.8 Ec 5,480 385.3 159.0 226.3

C80D29-L10-HW-3 10  84.8 C 7,175 376.4 155.4 221.1

C100D22-L4-HW 4 101.9 C 4,201 386.0
c)

170.9 215.1

C100D22-L4-HW-1 4 102.8 C+Ec 4,327 386.0
c)

197.2 188.8

C100D22-L7-HW 7 102.4 C 4,409 386.0
c)

184.4 201.6

C100D22-L7-HW-1 7 102.8 C 4,342 386.0
c)

173.7 212.3

C100D22-L10-HW 10 101.3 C 4,188 386.0
c)

189.9 196.1

C100D22-L10-HW-1 10 102.9 C+Ec 4,270 386.0
c)

162.0 224.0

C100D29-L4-HW 4  99.2 FS 7,152 457.1 193.9 263.2

C100D29-L4-HW-1 4 100.3 PS+En 7,011 427.3 172.7 254.6

C100D29-L7-HW 7  99.8 C 7,463 447.4 188.8 258.5

C100D29-L7-HW-1 7 100.6 C 7,363 455.2 196.2 259.0

C100D29-L10-HW 10  98.7 C 7,147 458.5
c)

189.1 269.4

C100D29-L10-HW-1 10 100.5 C 6,980 458.5
c)

191.3 267.2

a) C①D②-L③-H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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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i-

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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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3 Typical failure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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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되는 철근 수이다.

기존에 실시된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

과
4)
를 함께 나타내보면 횡보강근량이 증가할수록 이음

강도가 단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횡보강근은 부착과

단부 지압에서 발생된 횡방향 인장응력에 직접 저항하는

효과와, 수직하중에 의해 발생된 코어 콘크리트의 횡방

향 변형을 구속하여 피복 콘크리트 탈락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압축 이음 강도가 향상되었다.

각 실험체의 이음 강도를 현행 설계기준
1,6)
과 Cairns 식

7)

으로 평가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따른 압축 이음 강도는 인장 이음의 안전율
8)
 1.25

를 고려하고 평균 강도로 환산하면 식 (2)와 같다. fib 기

준에 따른 이음 강도는 부분 안전계수와 재료 안전계수

를 제외하면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Cairns는 평

균 강도 예측식으로 식 (4)를 제안하였다.

 (2)

for fck ≤ 50 MPa  

for fck > 50 MPa (3)

where,  (4)

여기서, fsc,KCI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압축 이음 길이

규정에 인장 이음의 안전율 1.25를 고려한 압축 이음 강도,

fsc,fib는 fib설계기준의 압축 이음 길이 규정에 따른 압축 이

음 강도, fsc,C는 Cairns의 압축 이음 강도 평가식이다.

식 (2)와 (3)에는 횡보강근의 영향을 직접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횡보강근이 배근된 실험체의 이음 강도를 적

절히 평가할 수 없다.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은

콘크리트 강도와 횡보강근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강도를 매우 과소평가하였다. fib 기준에서

는 콘크리트 강도는 고려되지만, 횡보강근의 영향과 단부

지압의 영향을 직접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음 강

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Cairns의 식은 36 MPa 이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지

만, 이음 강도가 에 비례하도록 식이 구성되어 높은

강도에서도 비교적 균일하게 이음 강도를 평가하고 있다.

3.4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

이음 강도에 기여하는 지압의 영향은 철근 단부에 설

치한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실험

체별 계측값을 Table 2와 Fig. 6에 정리하였다. 횡보강근

량이 많을 때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역학적으로 무의미하므로,

횡보강근량과 지압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저자들의 선행 연구
4)
에서 횡보강근을 이음 길이 끝에

배근할 경우에는 1.7 만큼 상승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횡보강근을 이음 길이 끝에는 배근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지압의 향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3.5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

부착의 기여도는 이음 강도에서 지압에 의해 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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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0.072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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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fck( )2/3
l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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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fck(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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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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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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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0.32
Atr fytls

strdb

2
n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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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Pa≤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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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crement of splice strength with varying Ktr / db

Fig. 5 Ratios of measured to predicted splice strengths Fig. 6 Stresses developed by end bearing with varying Ktr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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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빼면 구할 수 있다. 각 실험체별 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횡보강근량에 따른 이음 강도의 증가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구한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

도(이하 부착 강도)를 횡보강근이 없는 압축 이음의 부

착 강도 평가식
5)
으로 예측한 값으로 나눠서 Fig. 7에 나

타내었다. 기존에 실시된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과
4)
도 함께 표현하였다. 동일한 Ktr / db값에서 실

험체별 편차가 크지만,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는 Ktr /

db값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계식 개발

과정에서는 실험값의 높은 분산성이 반영된 안전율이 적

용되어야한다.

앞 절에서 횡보강근에 의해 지압의 성능 향상이 없었

으므로, 횡보강근에 의한 이음 강도의 증가는 부착 성능

향상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횡보강근이 부착에 의해

발생된 횡방향 인장응력에 저항하여 피복 콘크리트 탈락

을 지연시킴으로써 부착에 의해 발현된 이음 강도가 향

상되었다.

인장 이음 길이 산정의 기본이 되는 Orangun 등이 제

안한 철근 표면의 평균 부착 강도식
8)
을 수정하여 부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로 표현하면 식 (5)와 같다. ACI 408위

원회
9)
에서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파괴 역

학 특성을 반영하여 횡보강근이 있는 경우의 부착 강도

평가를 위해 식 (6)을 제안하였다.

 (5)

     (6)

(7)

(8)

(9)

여기서, fb,O는 Orangun 등에 의해 제안된 식에 의한 부

착 강도, c = min(cc, csi), cc는 순피복 두께, csi는 철근 순

간격의 1/2, fb,408은 ACI 408위원회가 제안한 식에 의한

부착 강도, Rr은 리브 높이와 리브 간격의 비, cmin= min(cc,

cs), cmax= max(cc, cs), cso는 측면 순피복 두께, cs = min(cso,

csi + 6.35 mm), (0.1cmax / cmin+ 0.9) ≤ 1.25이다.

인장 이음의 부착 강도 평가식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Orangun 등의 식은 실험값을 과소

평가하여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이 1.11로 나타났다.

ACI 408식은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이 0.87로

Orangun 등의 식에 비해 부착을 높게 평가하였다. ACI

408식이 Orangun 등의 식보다 더 많은 자료를 근거로 유

도되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므로, 압축 이음의 부

착 강도가 인장 이음의 부착 강도보다 높지 않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 6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결과
4)
 및 횡보강근이 없는 80, 100 MPa 콘

크리트를 사용한 결과
5)
와도 유사한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해설에서는 휨인장 균열이 없

기 때문에 압축 이음 또는 압축정착이 인장을 받는 철

근에 비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험 결과 부착은

동일하며, 단부 지압에 의한 효과만이 압축 이음 강도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4. 이음 강도 평가식
 

3장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압축 이음 강도에 영향

을 주는 인자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이음 강도 평가

식을 도출하였다. 3장의 분석에서 횡보강근은 이음 길이

끝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지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횡보강근을 이음 길이 끝에 배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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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crement of stresses developed by bond with varying

Ktr/db

Fig. 8 Ratios of measured to predicted stresses developed by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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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저자들의 선행 연구
4)
에서 이음 강도가 1.7 만

큼 상승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횡보강근이 없는 압축 이

음 강도 평가식
5)
에 횡보강근의 영향을 포함하여 새로운

평가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전에 수행된 40, 60 MPa 콘크리트 실험 자료
3,4)
와, 횡

보강근이 없는 80, 100 MPa 콘크리트 실험 자료를 모두

포함한 총 94개의 실험 결과를 회귀 분석하여 식 (10)을

얻었다. 

fsc,p = fb,p + fbrg ,p

  (10)

여기서, fsc,p, fb,p, fbrg,p는 각각 예측된 압축 이음 강도, 부

착에 의해 발현된 강도,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이며,

이음 끝단에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δ = 1, 그러지 않은

경우 δ = 0이다.

94개 실험체의 계측된 이음 강도와 식 (10)에 따라 예

측된 강도를 Fig. 9에서 비교하였다. 횡보강근의 유무와

이음 강도의 크기에 따라 편향되지 않게 고른 예측이 가

능하였으며, [실험값]/[예측값] 비의 평균은 1.0,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OV)는 9.8%로 매우 양호하였다.

5. 이음 길이 설계식
 

이음 강도보다는 이음 길이 설계식이 실용적인 측면에

서 편리하다. 4장에서 개발된 이음 강도 평가식을 이음

길이 설계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철근 설계 기준 강도
10,11)
에 적용되는 안전율인 5% 분위수

12)
(fractile, 실제 강

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초과할 확률이 95%이며 이에 대한

신뢰성이 90%)를 적용하였다. 4장에서 산정된 [실험값]/[

예측값] 비의 평균과 변동계수 그리고 실험체 수를 이용

하여 5% 분위수 계수 n5%를 산정하면 0.82이다. 식 (10)

과 n5%를 이용하여 압축 이음 길이로 표현하면 식 (11)

과 같다. 현행 설계기준의 압축 이음 길이 산정식이 일

반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일반 강도

범위에서는 인장 이음 길이보다 짧은 이음 길이를 요구하

므로, 현행 압축 이음 길이 산정식을 상한값으로 사용하였다.

(11)

여기서, 상한값 0.072fydb는 fy가 400 MPa 이하인 경우이

며, fy가 400 MPa을 초과하는 경우 (0.13fy − 24)를 사용

한다.

제안된 압축 이음 길이를 현행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콘크리트 강

도의 상한값을 70 MPa로 제한하고 있지만, 100 MPa까지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Fig. 10에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현행 설계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45 MPa이

상에서는 압축 이음 길이가 (c + Ktr) / db = 2.5인 B급 인

장 이음보다 더 길어진다. 제안된 식 (11)을 이용하면 이

러한 현상을 해소하여 실제 현상에 부합되는 압축 이음

길이를 산정할 수 있다. 실험에서 fy( = 400 MPa) 이상 이

음 강도가 발현된 실험체의 콘크리트 강도와 이음 길이를

Fig. 10에 함께 표현하였다. 실험에서는 특정 이음 길이(4,

7, 10, 15, 20db)만 사용되었으므로 철근의 설계기준강도를

발현하는 정확한 이음 길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식 (11)

이 실험 결과에 비해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현행 설계기준식에 따르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철근 인장 이음 길이보다 압축 이음 길이가 더 길어지

는 현상이 발생된다. 압축 이음은 단부 지압이 존재하므

로, 인장 이음보다 길 필요는 없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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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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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est results and predicted values

Fig. 10 Comparison of splice lengths using KCI2007 and

proposed equation with tests where splice strengths

were equal or greater than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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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실용화를 위해 합리적인 압축 이음 강도의 평

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강도 80, 100 MPa 콘크리

트를 이용하여 횡보강근이 있는 압축 이음 실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실험 결과에서 분석된 이음 길이와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실험 자료를 통합하

여 압축 이음 강도 평가식과 압축 이음 길이 설계식을 제

안하였다. 제안된 설계식을 이용하면 고강도 콘크리트 특

성과 횡보강근 효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압축 이음 길이

가 산정되어 인장 이음 길이보다 길어지는 이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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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설계기준식에 따르면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철근 인장 이음 길이보다 압축 이음 길이가 더 길어지

는 현상이 발생된다. 압축 이음은 단부 지압이 존재하므로, 인장 이음보다 길 필요는 없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제

적 실용화를 위해 합리적인 압축 이음 강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강도 80, 100 MPa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횡보강근이 있는 압축 이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횡보강근량이 많을수록 압축 이음 강도는 향상되었다. 이음

강도를 부착과 지압의 기여분으로 나눠서 분석하면, 이음 길이에 횡보강근량이 증가하여도 지압은 상승하지 않았다. 따

라서 횡보강근 배근에 따른 압축 이음 강도의 상승은 부착 강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에서 분

석된 이음 길이와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실험 자료를 통합하여 압축 이음 강도 평가식과 압축

이음 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설계식을 이용하면 고강도 콘크리트 특성과 횡보강근 효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압축 이음 길이가 산정되어 인장 이음 길이보다 길어지는 이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핵심용어 :압축 이음, 부착, 지압, 이음 길이, 횡보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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