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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판재에 의한 횡구속 효과 및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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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1)
·김진근

1)
*

1)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Confinement Effect by Plate Type Lateral Reinforcement and

Investigation of the Possibility for Use of High Strength Steel Bars

in Reinforced Concrete Columns

Young-Jae Cho
1) 

and Jin-Keun Kim
1)
*

1)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5-701, Korea

ABSTRACT The limitation of the yield strength in reinforced concrete columns is given for the effective use of high-strength

steel bar, because very high-strength steel bar does not yield while concrete fails in compress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

tion, it is required to increase peak strain of the concret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finement effect of plate

type lateral reinforcement in reinforced concrete columns. From this experimental study, the reinforced concrete columns confined

by plate type carbon fiber sheets showed higher compressive strength and peak concrete strain comparing to the unconfined col-

umns. The confinement effect is higher when cross-sectional type is a circular one than a square one. Moreover, the confinement

effect was also higher for circular type confinement. Based on this study, high-strength steel bars with strength exceeding 800 MPa

can be effectively used for reinforced concrete columns confined by plate type lateral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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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고층구조물이 건설됨에 따라 구조재료의 성능 향

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철

근과 같은 고강도 재료를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주철근으로 고강도 철근을 사용

할 경우 철근의 소요량이 감소하고 배근 간격을 넓힐 수

있지만 콘크리트가 압축강도에 도달하여도 주철근이 항

복변형률에 도달하지 않아 고강도 철근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3)
에서

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주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550 MPa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은 기둥의 콘크리트를 횡

구속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주

로 사용하는 횡구속 방법으로 나선철근이 사용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횡구속 철근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

트는 횡구속 효과로 3축 압축을 받아 콘크리트의 축압축

파괴변형률이 증가하여 기둥 부재의 연성 능력이 증진된

다.
4,5)

 또한 횡구속 철근의 종류에 따라 횡구속 효과는 달

라지게 되며,
6)
 철근의 간격 및 배근 방법에 따라서도 횡

구속 효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Saatcioglu
7)
와 Cusson

8)
은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횡구속 철근의 간격 및 배근 방

법에 따라 횡구속 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

여주었다. 또한 김진근
9,10)
등은 띠철근의 횡구속 형태와

나선철근의 횡구속 효과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

률 관계를 보여주었다.

횡구속 재료의 간격이나 배근 방법 이외에도 횡구속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횡구속 재료의 형태가 있

다. 횡방향 판재를 사용할 경우 원형 단면을 가진 횡구

속 철근보다 더욱 효율적인 횡구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강도 철근의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을 통해 탄소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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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쉬트를 횡방향 판재로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횡구속

을 위한 구조 재료로 사용하였을 때 횡구속 효과를 검

토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단면 형상 및 횡구속 형태

가 횡구속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최적의 횡구

속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 해결

2.1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 해결 방안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주철근으로 고강도 철근을 사

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Fig.

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횡구속 재료를 사용하여 심부 콘

크리트에 횡구속 압력을 가해주는 방법과 Fig. 1(b)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축압축 파괴가 일어날 때 콘크리트의 축

압축 파괴변형률(peak strain)을 증진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먼저 횡구속에 의해 기둥의 축강도가 설계기준에서 주

어진 값보다 작지 않으면서 고강도 철근이 항복하려면

다음 식 (1), (2)를 만족시켜야 한다.

(1)

(2)

여기서,

Ag : 전체 콘크리트의 단면적 (Ag = Ac + Ash)

Ac : 심부 콘크리트의 단면적

Ash : 피복 콘크리트의 단면적

fcon :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fcu : 횡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εu : 콘크리트의 축압축 파괴변형률

εcon :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축압축 파괴변형률

εy : 고강도 철근의 항복변형률

식 (1) 및 (2)에서 나타낸 것와 같이 횡구속된 콘크리

트에서 피복 콘크리트를 제외한 단면의 콘크리트에 의한

축강도(Ach fcon) 및 파괴변형률(εcon)은 각각 횡구속되지 않

은 콘크리트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축강도(Ag fcu) 및 철

근의 항복변형률(εy)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즉, Fig. 1(b)와 같은 경우 다음 식

(3), (4)를 만족시키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4)

여기서,

 : 특수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특수콘크리트의 파괴변형률

식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특수콘크리트의 축압축 파

괴변형률( )이 고강도 철근의 항복변형률(εy) 이상이어

야 한다.

2.2 탄소섬유판의 적용성 검토

2.2.1 탄소섬유판의 구조 ·재료적 특성

횡보강 판재로서 강재 또는 탄소섬유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횡보강 철근 대신에

판재를 사용할 때의 횡구속 효과 증진에 대한 연구이므

로 강재보다 가공이 쉬운 탄소섬유판을 횡보강재로 선택

하였다.

탄소섬유는 강재보다 10배 이상 강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다. 또한 매우 가볍고 유연성을 가진 형태로 공급되

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갖는 부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가공이 쉬워 원하는 형태로 구조물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탄소

섬유쉬트를 횡방향 판재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보강재에

비하여 더욱 효율적인 횡구속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

대된다.

2.2.2 탄소섬유판을 적용할 때 제한 사항

탄소섬유판은 철근과 달리 원형이 아니고 내부 균열이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응력 집중이 크게 일어나 철

근과 비교하여 콘크리트와 부착성이 현저히 떨어져 피복

콘크리트가 쉽게 탈락할 수 있다. 또한 사각형 단면의

모서리 부근에서 탄소섬유판에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

여 보강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실험

3.1 실험 목적

실험을 통하여 탄소섬유판을 횡구속 재료로 사용할 경

우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작용하는 횡구속 효과를 검토하

Ac fcon Ag fcu≥

ε con ε y≥

fcu fcu≥

ε u ε y≥

fcu

ε u

εu

Fig. 1 Stress-strain curve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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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연구에서 제시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의

해결 방안 및 고강도 철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단면 형상 및 횡구속 형태에 따른 횡구속 효

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탄소섬유판 횡구속 형태를 검토하

고자 한다.

3.2 실험 개요

3.2.1 실험체 단면

단면 형상과 횡구속 형태에 따른 횡구속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하여 실험체 단면은 실제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

는 횡구속 형태로 선정하였다.

탄소섬유판으로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

계를 고찰하면서 단면 형상에 따른 횡구속 효과와 횡구

속 형태에 따른 횡구속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Fig. 2(a),

(b), (c)와 같이 모든 실험체의 단면적이 22500 mm
2
으로

동일하고 높이가 450 mm인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팔각

형, 원형 단면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횡구속하지 않은 실험군, 외부만 횡구속한 실

험군,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횡구속한 복합 단면 실험군

으로 분류하고 각 실험체의 이름을 지정하였다.

외부만 횡구속한 실험군(externally confined specimens)

은 Fig. 2(b)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단면 형상에 따른 횡구

속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정사각형 단면(S4S4)의

한 변의 길이는 150 mm이며, 정육각형 단면(S6S6)은 93

mm, 정팔각형 단면(S8S8)은 68 mm이고, 원형 단면(S0S0)

의 지름은 170 mm이다.

복합 단면 실험군(doubly confined specimens)은 Fig.

2(c)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내부 보

강과 외부 보강을 모두 실시한 단면으로 횡구속 형태에

따른 횡구속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 횡구속

형태는 정사각형, 육각형, 정팔각형, 원형이며 동일한 실

험체는 모두 2개씩 제작하였고 실험 결과를 비교할 때

에는 2개 실험체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2.2 콘크리트 배합 ·양생

실험체는 Table 1과 같이 물-시멘트비 0.40, 배합강도

45 MPa인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20
o
C에서 28일 동안 수중양생을 실시하

였다. 수중양생 후에 상·하면 요철 제거 및 탄소섬유판

이 부착될 표면부 그라인딩 등의 작업 시간과 탄소섬유

판의 에폭시 함침을 위한 표면 건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7일 동안 건조시켰다. 그리고 탄소섬유판의 에폭시 함침

시공 후 경화를 위해 7일 동안 추가적으로 건조시켰다.

최종적으로 압축강도 및 변형률 측정은 타설 42일 후에

실시하였다.

3.3 실험 방법

3.3.1 몰드 제작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실험체의 몰드는 두께

18 mm의 소나무 집성목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목재

용 코팅제를 사용하여 내부 면을 방수처리한 후 실리콘

을 사용하여 모서리 부분의 미세한 틈새를 퍼팅(putting)

하였다.

원형 몰드는 내경 170 mm의 아크릴 관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으며 다른 몰드와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사용하여

몰드 개구부의 미세한 틈새를 퍼팅하였다. 각 몰드는 실

험체 마다 2개씩 제작하였으며 몰드의 형태는 Fig. 3(a),

(b)에 나타낸 것과 같다. 몰드 내부의 단면적은 모두

22500 mm
2
으로 동일하다. 내부·외부 횡구속된 실험체

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Fig. 3(b)와 같이 탄소섬유

판을 몰드에 설치한 후 에폭시 레진을 이용하여 함침을

하고 7일 동안 경화시켰다.

Fig. 2 Cross-section type of each confined test group

Table 1 Mix proportion of concrete

w/c S/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0.40 46.3 175 438 700 1062

Fig. 3 Mold fo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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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탄소섬유판 보강 방법

탄소섬유판은 S사에서 제공하는 설계인장강도 3550 MPa

에 해당하는 두께 0.111 mm의 N200 제품을 사용하였으

며, 폭이 24 mm가 되도록 하여 3겹으로 이루어진 판 형

태로 제작하였다. 이 탄소섬유판의 최대 인장력은 28.3 kN

이며 에폭시 레진(epoxy resin)의 강도를 무시하면 인장

강도 400 MPa의 D10(단면적 71.33 mm
2
) 철근의 최대 인

장력 28.5 kN과 유사하다. 탄소섬유판은 3겹을 이루기 위

해 필요한 각 단면 둘레의 3배 길이보다 100 mm를 추가

로 정착길이를 확보하였으며, 실험체 보강을 실시할 때

이 정착 부분의 위치는 방향성이 없도록 균등히 분산시

켰다.

외부 보강 및 내부 보강을 할 때 각 실험체마다 총 3개

의 탄소섬유판을 보강하였으며 실험체 중앙 부분에 1개

의 띠를 설치하고 실험체 중앙에서 위·아래 쪽으로 75

mm 이격되도록 각각 나머지 2개의 띠 중심을 위치시켰다.

3.3.3 단부 보강

하중을 재하할 때 실험체의 단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

여 450 mm 높이의 각 실험체 상·하단에 Fig. 4(a), (b)

와 같이 각각 100 mm 높이로 5겹의 탄소섬유판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체 상·하단에 75 mm 높이로 2겹

의 탄소섬유판을 추가적으로 보강하였다.

3.3.4 압축강도 및 변형률 측정

압축강도 측정은 최대 용량 2.5 MN의 만능재료시험기

를 사용하였으며, 0.02 mm/s의 속도로 변위 제어를 실시

하였다.

변형률 측정을 위하여 실험체 크기에 적합한 정사각형

컴프레소미터(compressometer)와 원형 컴프레소미터를 별

도 제작하였다. 정사각형 실험체와 정팔각형 실험체는 정

사각형 컴프레소미터를 사용하였으며, 육각형 실험체와

원형 실험체는 원형 컴프레소미터를 사용하였다. 정사각

형 컴프레소미터는 양 쪽 맞은 편에, 원형 컴프레소미터

는 균등히 이격된 3개 지점에 종방향 LVDT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횡방향 변형률은 K사에서 제공하는 62 mm 길이의 변

형률 게이지(strain gauge)를 사용하였다. 무보강 실험체

의 횡방향 변형률은 실험체 중앙부터 위 쪽으로 거리를

나타내는 z=0 위치에서 측정하였으며, 외부 및 내부·외

부 횡구속된 실험체의 횡방향 변형률은 z=0, z=37.5 mm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z=37.5 mm 지점은 탄소섬유판에

의한 횡구속 영향이 가장 작은 지점이다. 정사각형 실험

체와 정팔각형 실험체는 균등하게 이격된 4개 지점의 횡

방향 변형률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정육각형

실험체와 원형 실험체는 균등하게 이격된 3개 지점의 횡

방향 변형률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단면 형상에 따른 압축강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

변화

외부 횡구속 실험군에서 각 실험체의 압축강도와 축압

축 파괴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먼저 무보강 실험체에 대

한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횡구속하지 않은 실험체의 압축강도와 축압축 파괴변

형률 및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S4실험체와 S6, S8, S0실험체를 비교해보았을 때 압축

강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은 Table 3과 같다.

무보강 실험체에서 단면 형상에 따른 변화를 고려했을

때 사각형에서 원형 단면으로 갈수록 압축강도 및 축압

축 파괴변형률이 증가하였다.

Fig. 4 Confined and unconfined concrete specimens

Table 2 Compressive strength (fcu) and axial strain (εu) at fcu
for S4, S6, S8, S0

Unconfined

specimens

fcu (MPa) εu

1 2 Avg. 1 2 Avg.

S4 50.1 48.7 49.4 0.00204 0.00210 0.00207

S6 51.5 52.7 52.1 0.00234 0.00214 0.00224

S8 54.5 52.1 53.3 0.00242 0.00238 0.00240

S0 58.5 57.9 58.2 0.00264 0.00248 0.00256

Fig. 5 Average stress-strain curves of S4, S6, S8,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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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면 형상에 따른 횡구속 효과 비교

외부 횡구속 실험체도 무보강 실험체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 실험체의 압축강도와 파괴변형률을 측정하였으

며, 2개 실험체에 대한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압축강도와 축압축 파괴변형률

및 평균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결과를 각각 같은 단면 형상의

무보강 실험체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동일한 단면

형상에 대한 압축강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외부 횡구속 실험체에서 단면 형상에 따른 횡구속 효

과를 고려했을 때 사각형에서 원형 단면으로 갈수록 무

보강 실험체에 대한 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압축강도 증

가량은 커졌으나 축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은 작아졌다.

S6S6, S8S8, S0S0실험체의 S4S4실험체에 대한 압축강

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무보강 실험체와 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결과에 의하면

무보강 단면을 사용할 때나 외부 횡구속 단면을 사용할

경우, 예상한 바와 같이 원형 단면 및 원형 횡구속 형태

인 S0, S0S0실험체가 압축내력이나 연성 거동에 가장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횡구속 형태에 따른 횡구속 효과 비교

사각형 단면만을 고려했을 때 내부 횡구속 형태에 따

른 횡구속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횡구속

된 전체 실험체에 대한 압축강도와 축압축 파괴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무보강 사각형 단면 실험체를 함께 비교하기

위하여 S4단면과 S4S4단면의 평균 응력-변형률 곡선을

함께 나타내었다.

내부·외부 횡구속된 실험체에 대한 각 실험체의 압축

강도와 축압축 파괴변형률 및 평균값을 Table 7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보강 사각형 단면 실험

체와 외부 횡구속 사각형 단면 실험체를 모두 비교하기

Table 3 The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fcu) and axial

strain (εu) of S6, S8, S0 to S4

Unconfined specimens fcu / fcu,S4 εu / εu,S4

S6 1.055 1.082

S8 1.079 1.159

S0 1.178 1.237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at

fcon for S4S4, S6S6, S8S8, S0S0

Externally

confined

specimens

fcon (MPa) εcon

1 2 Avg. 1 2 Avg.

S4S4 55.1 51.9 53.5 0.00231 0.00249 0.00240

S6S6 61.7 56.3 59.5 0.00264 0.00237 0.00250

S8S8 64.1 66.7 65.4 0.00261 0.00282 0.00272

S0S0 70.5 73.9 72.2 0.00279 0.00283 0.00281

Fig. 6 Average stress-strain curves of S4S4, S6S6, S8S8,

S0S0

Table 5 The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of S4S4, S6S6, S8S8, S0S0 to S4, S6,

S8, S0

Externally confined

specimens
fcon / fcu,S4,S6,S8,S0 εcon / εcu,S4,S6,S8,S0

S4S4 1.083 1.159

S6S6 1.142 1.116

S8S8 1.227 1.133

S0S0 1.241 1.098

Table 6 The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of S6S6, S8S8, S0S0 ratio to S4S4

Externally confined

specimens
fcon / fcon,S4S4 εcon / εcon,S4S4

S6S6 1.112 1.042

S8S8 1.222 1.133

S0S0 1.349 1.171

Fig. 7 Average stress-strain curves of S4, S4S4, S4R4, S4R6,

S4R8, S4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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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S4단면과 S4S4단면의 평균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내부·외부 횡구속된 S4R4, S4R6, S4R8, S4R0실험체

를 무보강 실험체 S4와 비교해보았을 때 압축강도 및 축

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은 Table 8과 같다.

무보강 실험체와 내부·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결과 비

교를 통해 압축강도는 41.1%, 축압축 파괴변형률은 58.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4R6, S4R8, S4R0

실험체를 외부 보강만 실시한 S4S4실험체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압축강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 증가량은 Table

9와 같다.

내부·외부 횡구속 실험 결과는 단면 내부의 횡구속

형태에 따라서도 횡구속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보강과 마찬가지로 내부 횡구속 형태

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될수록 횡구속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포아송 비

전체 실험체의 압축응력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는

Fig. 8(a), (b), (c), (d), (e)에 나타내었다.

무보강 실험체의 z=0에서 압축응력에 따른 포아송 비

Table 7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at

fcon for S4, S4S4, S4R4, S4R6, S4R8, S4R0

Rectangular

cross-section

specimen

fcon (MPa) εcon

1 2 Avg. 1 2 Avg.

S4 50.1 48.7 49.4 0.00204 0.00210 0.00207

S4S4 55.1 51.9 53.5 0.00231 0.00249 0.00240

S4R4 58.7 56.1 57.4 0.00270 0.00274 0.00272

S4R6 57.7 63.3 60.3 0.00308 0.00288 0.00298

S4R8 68.7 64.1 66.4 0.00311 0.00301 0.00306

S4R0 68.4 71.0 69.7 0.00315 0.00341 0.00328

Fig. 8 Poisson’s ratio of each specimens

Table 8 The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of S4R4, S4R6, S4R8, S4R0 to S4

Doubly confined

specimens
fcon / fcu,S4 εcon / εcu,S4

S4R4 1.162 1.314

S4R6 1.221 1.440

S4R8 1.349 1.478

S4R0 1.411 1.585

Table 9 The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fcon) and axial

strain (εcon) of S4R4, S4R6, S4R8, S4R0 to S4S4

Doubly confined

specimens
fcon / fcon,S4S4 εcon / εcon,S4S4

S4R4 1.073 1.133

S4R6 1.127 1.242

S4R8 1.241 1.275

S4R0 1.303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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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Fig. 8(a)에 나타내었으며, 외부 보강 실험체

의 z=0, 37.5 mm에서 압축응력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

화는 Fig. 8(b), (c)에 나타내었다. 내부·외부 횡구속 실

험체의 z=0, 37.5 mm에서 압축응력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는 Fig. 8(d), (e)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에서 압축응력비( fc/fcu,con)가 0.5일 때 포아송

비와 평균값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무보강 실험체와 외부 횡구속 실험체에서 압축응력비

(fc/fcu,con)가 0.5일 때 포아송 비는 사각형 단면 실험체보

다 원형 단면 실험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원형 단면

실험체의 경우 압축응력을 받을 때 사각형 단면 실험체

보다 많은 수의 주 균열과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압

축응력이 전 단면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외부 횡구속 실험체의 경우 각 실

험체의 횡구속 형상은 포아송 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외부를 횡구속한 경우 모든 공

시체에서 균열이 고르게 분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5 고강도 철근의 적용성 검토

각 실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결과를 보았을 때, 탄소

섬유판은 효율적인 횡구속 효과를 나타냈으며 단면 형태

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횡구속 형태가 원형에 가까울수

록 더욱 효율적인 횡구속 효과가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2.1절의 식 (1) (Ac fcon ≥ Agfcu)에 적용하였

을 때, 단면 크기가 커질수록 전체 단면에 대한 피복 콘

크리트 단면의 비율은 작아질 것이며, 횡구속된 심부 콘

크리트 단면의 축압축강도는 횡구속되지 않은 전체 콘크

리트 단면의 축압축강도보다 커질 것이다.

실제 구조물에 주로 사용하는 사각형 외부 보강 단면

(S4S4)및 사각형 내부·외부 보강 단면(S4R4, S4R6,

S4R8, S4R0)에 대해서 피복 콘크리트의 두께를 40 mm

로 고려하였을 때 단면 크기에 따라 횡구속되지 않은 전

체 콘크리트 단면의 축압축강도에 대한 횡구속된 심부

콘크리트 단면의 축압축강도 비율을 Table 11에 나타내

었다. 물론 이 때 단면이 커지면 동일한 횡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례하여 판재의 두께를 증대시켜야 한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횡구속된 실험체의 축압축 파괴

변형률을 고려했을 때, 각 실험체마다 허용 가능한 고강

도 철근의 항복강도는 다음 식 (5)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εcon≤ εy일 때) (5)

여기서,

fy : 고강도 철근의 항복강도

Es : 철근의 탄성계수(MPa)

εcon :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축압축 파괴변형률

장기변형을 고려할 때에는 횡구속된 콘크리트의 파괴

변형률(εcon)에 현재 설계기준에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0.001을 추가로 고려하였으며(εcon+0.001), 사각형 외

부 보강 단면(S4S4) 및 사각형 복합 단면(S4R4, S4R6,

S4R8, S4R0)에 대한 적용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Table 11과 12에서 보면 장기변형(변형률 0.001을 추가)

을 고려할 때 현재 설계기준에 의하면 단기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축압축 파괴변형률이 0.002 이상이므로 이것

의 장기변형에 의한 증가변형률을 0.001로 가정할 때 철

근의 항복강도가 600 MPa까지는 횡구속 없이도 사용 가

능하다.

그러나 Table 11과 12에 의하면 탄소섬유판으로 보강한

경우 단면 크기와 보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Table 11

의 값이 1.0 이상으로써 Table 12의 괄호 속에 나타난 철

근 항복강도까지 철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서 S4R8인 경우 단면 크기가 400×400 mm 이상일

때 횡보강을 이 실험에서 얻은 양만큼 되도록 단면 크기

fy Esε con=

Table 11 The ratio of axial strength (Ac fcon) for confined core

to axial strength (Ag fcu) for unconfined total section

Size of cross

section (mm)

Ac fcon / Ag fcu

S4S4 S4R4 S4R6 S4R8 S4R0

400×400 0.87 0.94 0.99 1.09 1.14

600×600 0.94 1.01 1.06 1.17 1.23

800×800 0.97 1.05 1.10 1.22 1.28

1000×1000 1.00 1.07 1.13 1.24 1.30

Table 12 Yield strength of high strength steel bar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

Rectangular

cross-section

specimen

Yield strength of high strength

steel bar (MPa)

(considering long term behavior)

S4S4 480 (680)

S4R4 544 (744)

S4R6 596 (796)

S4R8 612 (812)

S4R0 656 (856)

Table 10 Poisson’s ratio of each specimens at location z=0,

z= 37.5 mm at fc/fcu,con=0.5

Total specimens
z=0 z=37.5 mm

1 2 Avg. 1 2 Avg.

Unconfined

specimens

S4 0.165 0.177 0.171 - - -

S6 0.191 0.179 0.185 - - -

S8 0.186 0.198 0.192 - - -

S0 0.200 0.204 0.202 - - -

Externally

confined

specimens

S4S4 0.163 0.169 0.166 0.172 0.182 0.177

S6S6 0.184 0.188 0.186 0.195 0.191 0.193

S8S8 0.183 0.196 0.190 0.195 0.197 0.196

S0S0 0.208 0.214 0.211 0.203 0.209 0.206

Doubly

confined

specimens

S4R4 0.261 0.219 0.240 0.217 0.203 0.210

S4R6 0.220 0.204 0.212 0.194 0.203 0.207

S4R8 0.191 0.13 0.202 0.201 0.191 0.196

S4R0 0.225 0.221 0.223 0.232 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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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정하면 항복강도 812 MPa까지 철근을 사용하

여도 기존의 설계기준식에 의해 축강도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제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

고, 탄소섬유판과 같은 횡구속 판재에 의한 횡구속 효과

를 통해서 고강도 철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탄

소섬유판에 의한 횡구속 효과는 횡구속재의 보강 폭이

넓어질 수록 효율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횡구속량이 많

을수록, 횡구속 간격이 작을수록 횡구속 효과는 더욱 커

질 것이나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최종적인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탄소섬유판과 같은 횡방향 판재를 철근콘크리트 기

둥에서 횡구속 재료로 사용하였을 때 단면 형태와

보강량에 따라 다르지만 횡구속 효과로 인하여 무

보강 단면보다 압축강도는 최대 41.1% 증가했고 축

압축 파괴변형률은 최대 58.5% 증진되었으며 이는

횡방향 판재에 의한 횡구속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횡방향 판재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횡구

속할 때 콘크리트의 단면 형태가 사각형에서 원형

으로 갈수록 또는 횡구속 형태가 사각형에서 원형

으로 갈수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축압축 파괴변

형률 증진율이 커졌으며, 이는 원형 단면 또는 원

형 횡구속 형태의 경우 사각형보다 더욱 효율적인

횡구속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철근의 적용성을 검

토해 보았을 때 탄소섬유판과 같은 횡방향 판재를

실제 구조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S4R8의 횡구속 형

태로 적용하였을 경우 최대 800 MPa까지 항복강도

의 고강도 철근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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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주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550 MPa 이하로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주철근으로 고강도 철근(high-strength concrete)을 사용할 때 콘크리트가 압축강도에

도달하여도 주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지 않아 고강도 철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근의 설계기

준항복강도 제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횡구속력(confinement effect)을 가해주는 방법과 콘크리트의 파

괴변형률(peak strain)을 증진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횡구속을 효과적으로 가하는 방법으로서 원형 단면의 철근보다는 판

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공이 용이한 판재로서 탄소섬유판을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횡구속

효과를 위한 구조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강되지 않은 경우보다 증진된 압축강도 및 축압축 파괴변형률을 보였으며,

콘크리트 단면 형상이 원형에 가까울수록, 횡구속 형태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횡구속 효과는 더욱 커졌다.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탄소섬유판에 의한 횡구속 효과와 함께 고강도 철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횡구속 효과, 탄소섬유쉬트, 고강도 철근, 철근콘크리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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