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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마디 형상에 따른 RC 휨부재의 부착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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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s for high strength structural materials have recently increased, because construction and cost efficiencies are

demanded by the costumers. But, the use of high strength reinforcing bars requires longer development and splice lengths compared

to normal strength bars. This restriction may cause reduction in construction efficiency and require more complicated details. The pur-

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bond strength on the rib shape of reinforcing bars to decrease development and splice lengths of

high strength reinforcements. Total of 5 simple beam specimens were tested, and the main test variable was a rib shape of reinforcing

bars. Test data was analyzed in the viewpoint of bond strength, load-deflection relationship, and crack pattern.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bond strength of high relative rib area reinforcing bar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normal strength reinforcements. And

the improved rib shape reinforcements, which were formed with high and low height rib, increased the bond strength up to 23% even

though the relative rib area was same as the high relative rib area reinforcements. Serviceability performances such as deflection

number of cracking, and maximum crack width were similar in all specimens, so it is safe to conclude that the improved rib shape

reinforcements can be applied to the structural members. 

Keywords : rib shape, relative rib area, bond strength, lap splice, crack

1. 서 론

최근 구조물 설계 개념의 변화로 사용 응력 수준이 높

아지고, 시공 및 경제성의 이유로 고강도 재료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고강도 철근의 사용은 철근양의 감

소로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접합부 등에서 부재 품질이 저하될 정도로 조밀하게 배

근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콘크리트설계기준에 의하면 철근의 항복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착 및 이음 길이가 비례적으로 증

가하여 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SD400 철근을 SD500 철근으로 대체하게 되면 인

장 이음 시 25%, 압축 이음 시 최대 42%까지 겹침 이

음 길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철근의 과다한 이음

길이는 상세 설계 및 현장에서의 철근 가공과 콘크리트

타설을 어렵게 하여 시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부

착 성능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게 된다.
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Darwin 등
4)

은 철근의 마디 높이를 증가시킨 높은마디면적 철근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마디면적비가 증가할수록 부착

강도가 증가하여 정착 및 이음 길이를 기존 이형 철근보

다 최대 1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

나 높은마디면적 철근의 경우 마디면적비가 일정 한도

이상이 되면 마디 상부를 가로지르는 콘크리트의 전단

파괴로 뽑힘 파괴가 발생하게 되어 부착강도 증가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디면적비 증가에 따른 뽑힘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응력의 고른 분배와 균열 저감 효과를 갖

는 낮은 마디와 높은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마

디, 즉 두 가지의 마디를 혼합하여 부착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상의 철근이 개발되었다.
5)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디 형상의 변화가

부착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마디 형태

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2. 부착강도 관련 설계식 및 기존 연구 분석

철근의 정착은 정착 길이 내에서 콘크리트와의 균등한

부착응력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때 부

착응력에 의한 부착강도 T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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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착강도는

T ≥ As fy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를 부착 응력으로 표현하

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uA ≥ As fy (1)

여기서, A는 부착 면적으로 πdbld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부착강도 T는 다음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 = uuπdbld (2)

식 (2)의 극한 부착응력 uu는 1977년 Orangun 등
6)
이

기존 연구 결과로부터 횡방향 철근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 식 (3)과 같이 제안하였다.

(단위 : psi) (3)

단, Atr fyt / 500sdb ≤ 3로 제한한다.

1979년 Jirsa
7)
 등은 종방향 철근, 피복 두께, 철근 사이

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62개의 보를 실험한 결과를 바

탕으로 정착 길이 식을 제안하였다. 이 식에서는 정착

길이 ld를 부착 응력 대신 철근의 항복강도 fy, 콘크리트

의 설계기준 강도 fck와 철근의 직경 db로 표현하고 있으

며, 국내 정착 및 이음 길이 설계식
8)
에서는 이를 안전측

으로 단순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식에서는 부착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즉, 철근의 위치, 에폭

시 도막의 영향, 경량 콘크리트의 영향 및 철근 굵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서, db는 주근의 직경, α는 철근 배치 위치 계수, β는

에폭시 도막 계수, λ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 γ는 철근의

크기 계수, c는 철근의 중심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의 최단거리 또는 정착되는 철근의 중심간 거리의 1/2

중 작은 값, Ktr은 횡방향 철근 지수이다. 단, (c + Ktr) /

db ≤ 2.5이며, 이 값은 철근의 뽑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

록 보호하는 한계이다. 

한편, 1996년 Darwin 등
4)
은 높은마디면적 철근을 고려

하여 마디면적비 Rr이 반영된 설계식을 개발하였으며, 이

는 다음 식 (5)와 같다.

(5)

        (단위 : psi)

여기서, cM과 cm은 철근의 하부 피복 두께를 측면 피복

두께 혹은 철근 순간격의 1/2중 작은 값과 비교하여 각

각 큰 값과 작은 값을 의미하며, tr은 마디면적비의 효과

로서 9.6Rr + 0.28, td는 철근의 크기 효과를 고려하여 0.72db

+ 0.28로 정의되며, 이때 Rr은 마디면적비이다. 위의 식을

정착 길이 ld에 대하여 나타내기 위해 상수값인 66을 삭

제하고 N을 ld / s로, fs를 fy로 대체하여 식을 단순화하면

다음의 식 (6)과 같다. 

(단위 : psi) (6)

여기서, ω는 피복 두께 영향 지수로 (0.1cM / cm + 0.9) ≤

1.25로 정의되며, c는 cm + 0.5db, Ktr은 (35.3trtdAtr) / sn으

로 계산하되, (c + Ktr) / db ≤ 4로 제한한다. 

ACI 408 위원회
9)
에서는 Darwin 등의 제안식을 안전측

으로 유도하고, 철근의 위치, 에폭시 도막 및 경량 콘크

리트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식 (7)과 같이 높은마디면적

비 철근의 정착 길이 설계식을 단순화시켜 제안하고 있

으며, 이때 식 (7)을 사용한 마디면적비의 적용 범위는

0.10~0.14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αβr (단위 : psi) (7)

이상의 제안식에 이 연구의 실험체 조건을 대입하여

철근 직경에 따른 정착 길이를 환산하여 도식하면 Fig. 1

과 같다. 그림에서 국내 설계식은 마디면적비를 고려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ACI 408 위원회의 설계식보다 높

은마디면적 철근의 정착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철근 직경이 증가할수록 (c + Ktr) / db항의 영

향으로 요구되는 정착 길이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철근의 부착 성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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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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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 length in accordance with bar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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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방법을 참고하여
2,4,5)

 보

이음 길이 실험체를 제작한 후 철근의 마디 형상 및 마

디면적비(Rr)에 따른 부착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각 실험체의 디테일

은 Table 1과 같다. 실험체의 주된 변수는 철근의 마디

형상으로 기존 이형 철근은 CV, 마디면적비를 0.133까지

증가시킨 높은마디면적 철근은 HR이고, 동일한 마디면

적비를 유지하면서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철근은 WA,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하면서 높은 마디의 높이를 증가

시켜 마디면적비를 0.144, 0.161까지 증가시킨 철근을

WB 및 WC로 표현하였다. 마디면적비는 Darwin 등의 논

문
4)
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지압 면적에 대한 마디 사이

의 전단 면적의 비를 의미하며, 다음의 식 (8)과 같이 정

의된다. 이때 hr은 마디의 높이, sr은 마디 사이의 간격

을 의미한다. 

(8)

마디 높이로는 CV에 대하여 높은마디면적 철근인 HR의

경우 1.5배, 새로운 마디 형상을 갖는 WA, WB, WC에

서 높은 마디는 각각 2배, 2.25배, 2.625배로 하였으며 낮

은 마디는 CV와 같게 하여 설계하였다. 각 철근의 마디

형상은 Fig. 2와 같다. 

보 이음길이 실험체는 Fig. 3과 같이 실험체의 단면 300

× 400 mm, 길이 4,000 mm로 제작하였으며, CV를 제외한

모든 철근들은 제작 비용상의 문제로 이음 길이에 영향

을 미치는 구간인 1,000 mm만 가공하여 배근하였다.

Table 1은 실험체 계획에 따른 변수들을 정리한 것으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4 MPa, 주근은 SD500

의 직경 25 mm, 압축 철근은 SD400인 직경 13 mm를 사

용하였다. 또한, 실험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SD400인 직경 10 mm의 전단 보강근을 배근하되, 겹침

이음 구간 내에는 횡 구속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5개의 전단 보강근이 배근되도록 하였다. 인장 이음 길

이는 선행 연구 자료에 따라 부착 파괴를 유도할 수 있

도록 철근 직경의 16배인 400 mm, 주근의 피복 두께는

2db인 50 mm로 계획하였다. 
Rr

Bearing

Shearing
------------------------  

area

area
------------

π 2r hr+( )hr

2π r hr+(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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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tails of specimen

Specimen
hr

(mm)

sr

(mm)
Rr

fck

(MPa)

Tension bar fy 

(MPa)

Tension

bar (mm
2
)

Compression

bar fy (MPa)

Compression

bar (mm
2
)

Stirrup
Splice length

(mm)

CV 1.6 18.0 0.088

24 500
2-D25

(1,013 mm
2
)

400
2-D13

(253 mm
2
)

D10@100 400 (16db)

HR 2.4 18.0 0.133

WA
3.2 36.0

0.133
1.6 36.0

WB
3.6 36.0

0.144
1.6 36.0

WC
4.2 36.0

0.161
1.6 36.0

Fig. 2 Rib shapes of reinforcing bars 

Fig. 3 Specimen detail drawing (unit: mm)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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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 재료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Table 2와 같다.

콘크리트 공시체의 제작은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

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랐으며, 부재 실험 전후에

강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평균 압축강도는 CV의 경우

23.4 MPa, 나머지는 21.6 MPa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사용된 일반 철근과 강봉은 금속 재료의 인장

실험편(KS B 0801)에 규정되어 있는 2호 시험편을 기준

으로 실험편의 기계적 성질 시험을 하였다. 시험한 결과

를 통해 얻어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등 기계적

성질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항복강도는 0.2% off-set

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일반 철근은 520 MPa

에서 항복하였고, 마디 형상을 가공한 강봉은 3개 시편

의 평균 533 MPa에서 항복하여 강봉 샘플이 일반 철근

보다 항복강도가 약 13 MPa 높게 측정되었으나 오차 범

위 0.56%의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3.3 실험체 제작 

 

실험체는 경기도 여주군 소재 PC제작업체인 T사에서

제작하였다. 높고 낮은 마디가 혼합된 철근과 높은마디

면적 철근은 실험에 사용되는 기존 철근의 마디 높이와

마디 간격 측정을 통해 철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별도로

주문 제작하였다. 실험체별로 배근 상세에 따라 철근이

배근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음 부위의 철근

응력 및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철근용 변형률 게이지

를 이음부 양끝에 4개, 하중점과 지점 사이를 3등분 하

는 점에 2개 등 총 6개를 부착하였다. 실험체는 콘크리

트 타설 후 1일간 증기 양생 후 대기 중에서 기건 양생

을 실시하였으며, 재령 28일 이상이 경과된 후 실험체별

실험 일정에 맞추어 실험 장소로 이동하였다. 

3.4 실험 방법

 

실험체는 철근 이음부위의 균열 양상 및 파괴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 방향과 반

대로 실험체를 뒤집어 설치하여 상부 양단부에서 하중을

가하였다. 지지점의 거리는 이음 길이의 2.5배인 1,000 mm

로 하였으며, 보의 양 끝단부에 가력판을 두어 4점 재하

방식으로 300 kN 용량의 유압식 오일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하중에 따른 변위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체의 중

앙부와 하중점 직하부에 LVDT를 설치하여 수직 처짐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간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

해 콘크리트용 변형률 게이지를 이음길이 보 압축부 측

면에 2개소, 인장부 측면에 1개소를 부착하였다.

실험체에는 균열과 파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표면

에 먹줄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드를 그린 후,

작용 하중에 따라 균열의 개수 및 크기를 기록하였으며

이음부에서 부착 파괴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실험을 실시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최대 하중

보 중앙부에서 철근의 겹침 이음을 실시한 실험체에

대한 실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에서 파괴 하중은

보 실험체의 이음 구간에서 부착 파괴가 발생된 하중을

의미한다. 보통 철근을 사용한 CV 실험체와 비교할 때

HR의 경우 6%, WA와 WC는 각각 19%, 17% 내력이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WB 실험체의 경우 약 2%의 내

력 증가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실험체 제작 시의 오류로

2db의 피복 두께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조기에 이음부

에서 할렬 파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 결과

로부터 보통 철근보다 마디면적비가 향상됨에 따라 내력

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HR 및 WA 실험체를 비교할

때 동일 마디면적비 상에서는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경우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WA와 WC 실험체를 살

펴보면, 마디면적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실험체의 내

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기존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4) 
마디면적비 0.15 이상의 경우에는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각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국내 콘크리트설계기

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 (4)와 AIC 408 위원회에서 제

시하고 있는 식 (7)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4

Table 3 Properties of reinforcement

Reinforce-

ment

Yield load

(kN)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MPa)

Elonga-

tion

(%)

CV 241 520 670 224,000 30.0

bar #1 264 540 650 185,000 22.0

bar #2 259 530 650 184,000 23.0

bar #3 262 530 650 190,000 20.0

Table 2 Mix proportion of concrete

fck

(MPa)

W /C

(%) 

S / 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25 mm) AD

24 49.4 48.5 162 328 900 974 1.64

Fig. 4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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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하였다. 기존 설계식에 의한 실험체의 예상 파괴

하중은 정착 길이 ld를 실험에서 사용한 이음 길이로 대

체하여 철근의 응력 fs를 산정한 후, 이를 하중으로 치환

하여 계산하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콘크리트설계

기준에서는 철근의 마디면적비를 고려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험체의 저항 내력을 저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실제 실험체의 내력은 마디

형상에 따라 152~188%의 내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CI 408위원회 식의 경우 철근의 마디면적비를 고려하

도록 제안식이 구성됨에 따라 CV 실험체 대비 타 실험

체의 내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 + Ktr) / db ≤ 4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WA, WB, WC 실험체의 내력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WA와

WC 실험체의 내력이 유사하여 이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나, 동일 마디면적비를 갖는 HR 실험체와 WA 실

험체의 마디 형상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 부착강도

각 실험체의 실험 결과로 측정된 파괴 하중을 단면 해

석을 통하여 철근의 인장응력으로 환산한 후, 이를 부착

강도 및 부착 응력 값으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또한, CV 실험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영향을 제외하고 철근의 마디 효과만

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착 응력을 로 나누어 일반화

시킨 후, 이를 CV 실험체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WA 실험체는 철근 마디 형태의 효과로 부착 응력이 약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디면적비를 WA 실험

체와 동일하게 증가시킨 HR 실험체는 11%의 응력 증가

를 나타내었으며, 마디면적비를 0.161까지 증가시킨 WC

실험체는 WA 실험체와 유사하게 21%의 응력 증가를 나

타내었다.

한편, 앞에서 제시된 국내 콘크리트설계기준에 의한 설

계식(식 (4)), Orangun(식 (3)), Darwin(식 (6)) 및 ACI 408

위원회 설계식(식 (7))으로부터 부착강도를 산정한 결과

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Table 5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설계식은 설계상의 안전율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 이형

철근 실험체 CV와 같은 경우 약 70%의 부착강도 차이

를 나타낸 반면, Orangun의 제안식은 약 9%의 부착강도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두 식 모두 마디 형상 또는 마

디면적비에 대한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

설계식에 대해서는 최대 약 2.1배, Orangun의 제안식에

대해서는 최대 약 1.4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디면적비를 고려한 Darwin의 제안식 및 ACI 408 위

원회 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높은마디면적 철근

실험체 HR의 경우 각각 약 5%, 17% 향상된 부착강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식의 차이점은 ACI 408 위원

회의 설계식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부

착강도를 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Darwin

의 제안식으로부터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철근의 실

험체 WA, WC의 실험 결과 값과 비교해보면, 각각 약

17%, 16%의 부착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디면적비뿐만 아니라 마디 형상도 부착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의 실험체들은 모두 이음 구간 내에 100 mm

간격으로 조밀하게 전단 보강근을 배근함에 따라 제안식

의 (c + Ktr) / db 제한값에 적용을 받게 되어 마디면적비

의 효과가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부착 실험의 결과를 (c + Ktr) / db 혹은 Atr fyt / 500sdb의

제한값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계산값에

대하여 도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모든 경우에 대하

여 실험 결과는 계산 결과를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어 안

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c + Ktr) / db 혹

fck

Table 4 Test results analysis

Specimen
fck

(MPa)
Rr

Test Theoretical value Ratio

Failure load (1) (kN) KCI (2) (kN) ACI 408 (3) (kN) (1)/(2) (1)/(3)

CV 23.4 0.088 88.81 58.29 83.22 1.52 1.07

HR 21.6 0.133 94.55 56.12 87.50 1.68 1.08

WA 21.6 0.133 105.42 56.12 87.50 1.88 1.20

WB 21.6 0.144 90.18 56.12 87.50 1.61 1.03

WC 21.6 0.161 104.29 56.12 87.50 1.86 1.19

Table 5 Bond strength analysis

Specimen
Bond strength

(kN)

Bond stress

(MPa)

Comparison

with CV

KCI
8)

(kN)

Orangun
6)

(kN)

Darwin
4)

(kN)

ACI 408
9)

(kN)

CV 184.77 5.88 1.22 1.00 108.94 170.09 177.35 159.17

HR 196.71 6.26 1.35 1.11 105.66 163.39 187.59 168.09

WA 219.25 6.98 1.50 1.23 105.66 163.39 187.59 168.09

WB 187.62 5.98 1.29 1.06 105.66 163.39 187.59 168.09

WC 216.68 6.90 1.48 1.21 105.66 163.39 187.59 168.09

τ/ f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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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tr fyt / 500sdb의 제한값을 적용한 경우보다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실험 결과에 더 근접하여, 뽑힘 파괴를 제

한하기 위한 (c + Ktr) / db 항의 제한값은 완화시켜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설계기준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설계식의 경우에는 상기 항의 제한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부착강도의 추정식은 국내의

설계기준 식보다 Orangun 등이 제안한 식이 보다 타당

한 것으로 분석되나, 두 식 모두 마디면적비에 대한 고

려를 하지 않고 있어 마디면적비가 증가된 철근에 적용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디면적비의

효과가 고려된 Darwin의 제안식 및 ACI 408 위원회 식

등은 마디 형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철근의 부착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

계식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하중-처짐 관계

 

철근의 마디 형태 변화에 따른 부재의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보 이음 실험 결과에 대한 실험체별 하중-처짐

관계를 도식하면 Fig. 6과 같다. 전체 실험체를 종합한

Fig. 6(a)를 살펴보면,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의 초기 강

성은 모든 실험체가 유사한 강성을 가지고 있으나, 균열

이후 강성의 감소가 CV 실험체가 가장 적고 이후 W 계

열 및 HR 실험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Fig. 6(b)로부

터 높고 낮은 마디가 혼합된 WA, WB 및 WC 실험체는

저항 내력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하중-처짐 곡선을 나

타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마디면적비가 같지만 동일

한 마디 높이를 유지하는 HR 실험체는 균열 이후 강성이

WA 실험체보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g. 6(c)에

서 하중 초기에는 유사한 기울기로 증가하였으나, 균열

이 발생하는 약 20 kN 하중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HR은

3.55 kN/mm, WA는 4.28 kN/mm로 WA의 기울기가 약

21% 증가하여 내력의 차이를 보였으며, 최대 하중 시의

처짐량은 약 20 mm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동일한 마디면적비를 갖더라도 마디 형상이

강성 및 최대 내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4.4 균열 및 파괴 양상

실험체의 파괴 양상은 Fig. 7과 같으며 부착강도에 도

Fig. 5 Bond strength comparison between theoretical value

and test result according to influence of (c + Ktr) / db

Fig. 6 Load-defl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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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전에 수직 방향의 전형적인 휨 균열이 발생한 이

후 실험체 상면 철근의 겹침 이음 구간에서 철근의 이

음면을 따라 부착 파괴가 발생하였다. 

균열의 발생 및 진전 현황은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초기 균열이 발생한 이후 균열의 개수가 증가하여

파괴시에는 최대 모멘트 구간에서 6~8개의 균열이 발생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CV, WB, WC 실험체의 경우에는

60~70 kN의 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균열의 개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 반면, HR 및 WA 실험체

는 40 kN 이하의 하중에서 균열의 안정 상태에 도달하

여 6개의 균열이 유지되었다. 

하중 증가에 따른 균열폭의 진전 현황은 Fig. 8(b) 및

Table 6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실험체별 균열폭

의 진전 현황은 철근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판

단되며, 60 kN의 하중이 작용할 때 마디 형상이 개선된

실험체는 CV 실험체에 대하여 86~100%의 균열폭을 나

타내고, 80 kN의 하중 작용시에는 111~143%의 균열폭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실제 구조물

에서 철근의 사용 응력 수준을 고려할 때 마디 형상이

개선된 철근 사용시 균열의 형상은 보통 철근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험에서 측정된 최대 균열폭을 국내 콘크리트

설계기준 부록의 균열폭 산정식
10)
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국내 설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균열

폭은 CEB-FIP 모델을 근간으로 균열폭을 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다음 식 (9)와 같다.

(9)

여기서, ls,max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미끄럼이 발생

하는 길이, εsm은 ls,max내의 평균 철근 변형률, εcm은 ls,max

내의 평균 콘크리트 변형률, εcs는 수축에 의한 콘크리트

변형률을 나타낸다. 

식 (8)에서는 철근의 마디 효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

에 모든 실험체에서의 균열폭 산정 결과는 동일하며, 실

제 실험 결과 값은 CV 및 HR의 경우 계산 결과의

1.5~2배, WA의 경우 1.3~1.7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험 결과 값이 식 (8)의 계산값보다 크게 나타나

는 것은 식 (8)이 철근 위치에서의 균열폭을 의미하는 반

면 실험값은 최대 균열폭을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 철근의 마디 형상을 개선하여 보 실험체

ωk ls max, εsm εcm– εcs–( )=

Fig. 7 Crack pattern

Fig. 8 Number of cracks and crack width

Table 6 Crack width analysis

Specimen
Load

(kN)

Crack

number

(EA)

Crack width (mm)

Test

(1)

Cal.

(2)

Ratio to 

CV
(1) / (2)

CV

40 6 0.20 0.10 1.00 2.00

60 7 0.35 0.20 1.00 1.75

80 8 0.45 0.30 1.00 1.50

HR

40 6 0.20 0.10 1.00 2.00

60 6 0.30 0.20 0.86 1.50

80 6 0.60 0.30 1.33 2.00

WA

40 5 0.13 0.10 0.65 1.30

60 6 0.35 0.20 1.00 1.75

80 6 0.50 0.30 1.11 1.67

WB

40 5 0.10 0.10 0.50 1.00

60 6 0.30 0.20 0.86 1.50

80 8 0.40 0.30 1.14 1.33

WC

40 6 0.15 0.10 0.75 1.50

60 8 0.35 0.20 1.00 1.75

80 8 0.50 0.30 1.4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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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겹침 이음 실험을 실시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디면적비가 증가된 철근은 보통 철근보다 약 11%

의 부착강도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동일 마디면적비

로서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경우에는 23%의 부

착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하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의 마디

면적비에서는 부착강도의 향상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착 길이 산정

식은 마디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험 결과를 예

측할 수 없었으며, ACI 408 식 등은 마디면적비 효

과를 반영할 수 있으나, 높고 낮은 마디가 혼합된

마디의 형상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여 새로운 설계

식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균열의 개수 및 균열 폭 등 사용성 관점에서 살펴

볼 때, 개선된 형태의 철근은 보통 철근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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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구조물 설계개념의 변화로 사용응력 수준이 높아지고, 시공 및 경제성의 이유로 고강도 재료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면 정착 및 이음 길이가 증가하게 되어 시공성이 저하되고 상세 설계의 어

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길이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철근 마디형

상의 변화가 부착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기존 철근을 포함하여 마디의 형상을 개선한 총 5개의 단

순보형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하였으며, 각 실험체는 경간 중앙부에서 겹침 이음되어 부착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하

였다. 실험의 결과는 부착강도, 하중-처짐 관계 및 균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자들의 부착강도 관련 설계

및 제안식과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마디면적비가 증가된 철근은 보통 철근보다 약 11%의 부착강도 향상을 나

타내었으며, 마디면적비가 같더라도 높고 낮은 마디를 혼합한 경우에는 23%의 강도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재의

처짐, 균열의 개수 및 균열폭 등 사용성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개선된 형태의 철근은 보통 철근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

어 현장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마디 형상, 마디면적비, 부착강도, 겹침 이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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