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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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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shear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recycled coarse aggregates. A total

of six specimens with various replacement ratios of recycled coarse aggregates (0%, 50%, and 100%) and different amount of shear

reinforcement were cast and tested in this study. A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shear behavior of the spec-

imens with natural or recycled coarse aggregates. The F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two-dimensional nonlinear FE analysis

program based on the disturbed stress field model (DSFM),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

(MCFT).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mens with 50% and 100% replacement ratios of recycled coarse aggregates

had the similar shear strength compared to the specimen with natural aggregates, regardless of the replacement ratios of recycled

coarse aggregates and the amount of the shear reinforcement. Furthermore, th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numerical modeling methods and the analytical model, DSFM, can be successfully used to predict

the shear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recycled coarse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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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해체와 재건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1)
에 의하면

2009년 건설폐기물은 하루에 약 18만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총 폐기물 발생량의 51.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며 사회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속적인 건설로

인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천연골재가 고갈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 
골재 부족 현상은 콘크리트 공급가격 상

승의 요인이 되어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콘크리트용 대체골재 개발 및 적용성 평

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순환골재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KS 규준
3)

에서는 폐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

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 연구 및 적용사례의 미비 등으

로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성토용이나 도로 노반재 등의 한

정된 비구조물에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순환골재

품질기준
4)
에서도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순환골재

최대 치환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

양한 구조부재에 활용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

크리트 구조부재의 구조적 성능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순환골재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재료적 특성에 초

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순환골재의 구조부재 적용을 목

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취성적인 파

괴를 나타내는 전단거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적 성능

검토가 필요하다. 이원석과 윤현도
5)
는 순환 굵은골재와

순환 잔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성능을 전

단보강근의 유무를 변수로 평가하였으며, 이경희
6)
는 순

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성능을 전

단경간비와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변수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들 연구자는 실험 결과 골재 종류에 관계없이

전단내력과 거동이 서로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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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이 지배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크기가 실규모

로 증가하는 경우 전단강도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이

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

분의 연구는 보의 유효깊이가 400 mm 이하의 경우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에 대한 순환 굵은골재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유효깊이가 600 mm로 비교적 큰 철근콘크리트 보

의 전단거동을 평가하였다. 주요 실험 변수는 순환골재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순환 굵은골재 치환율로 하

였으며, 전단보강근의 유무에 따라 전단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존 제안식과 유한요소해석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재료

2.1.1 콘크리트

이 연구에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천연 굵은골재와 물리적 성질이 유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순환골재의 흡수율은 1.67%로 2008년 개

정하여 시행중인 순환골재 품질기준
4)
 3.0% 이하를 만족

하였으며, 밀도는 2.57 g/cm
3
로 KS F 2573(콘크리용 순

환골재)
3)
에서 요구하는 2.5 g/cm

3
 이상을 만족하였다. 굵

은골재의 최대 직경은 천연 굵은골재와 순환 굵은골재

모두 25 mm로 동일하였다.

잔골재는 순환 굵은골재가 콘크리트의 전단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체에 동일한 천

연 잔골재를 사용하였다.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표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KS F 2405
7)
에 기초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한

결과,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R0 실험체는 31.8 MPa, 순환

굵은골재를 50%와 100% 치환한 R50과 R100 실험체는

각각 32.9 MPa과 34.9 MPa을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의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관계는 Fig. 1(a)에 나타내었다.

2.1.2 철근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인장철근은 항복 및 인장강도가

각각 651.2 MPa와 777.8 MPa, 탄성계수가 188 GPa인

D22 이형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전단보강근은 항복강도가

346.9 MPa, 인장강도가 506.9 MPa, 탄성계수가 171 GPa

인 D10 이형철근을 사용하였다.

실험체에 사용된 각 철근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KS B 0802
8)
에 기초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에 따른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Fig. 1(b)

에 나타내었다.

2.2 실험체 계획

이 연구에서는 순환골재의 치환율이 철근콘크리트 보

의 전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단보강

Table 2 Mix design of concrete

Specimens

Design 

strength 

(MPa)

W/C

(%)

S/a

(%)

Unit weight (kg/m
3
)

Slump

(mm)W C S G AD

R0 30 45.8 46.4 181 209 802 905 1.98 190

R50 30 45.8 46.4 181 209 778 905 1.98 190

R100 30 44.8 46.4 177 209 783 905 2.37 200

Fig. 1 Stress versus strain curves of materials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s

Aggregate

Water 

absorption

(%)

Density 

(g/cm
3
)

Wear rate 

(%)

a
max

(mm)

Coarse
Natural 0.68 2.61 - 25

Recycled 1.67 2.57 22.2 25

Fine Natural 0.64 2.39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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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은 N시리즈와 전단보강을 한 S시리즈를 계획

하였다. Table 3과 같이, 순환 굵은골재의 치환율과 전단

보강근의 배근 유ㆍ무에 따라 총 6체의 실험체를 Fig. 2

와 같이 제작하였다.

실험체 형상은 Fig. 2와 같이 단면 200 × 600 mm, 실험

구간 1,500 mm, 전단경간비(a/d) 2.5, 실험체 전체 길이

는 3,900 mm로 모든 실험체가 동일하도록 계획하였다.

휨 항복 이전에 전단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장철근은

항복강도가 651.2 MPa인 D22 철근을 3개씩 2단 배근하

였으며, 압축철근은 인장철근과 항복강도가 동일한 D22

철근을 3개 배근하였다.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는 실험 구간에서의 전단파

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쪽 경간에만 항복강도가 346.9

MPa인 D10 전단보강근을 30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전단보강한 실험체에는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와 동

일한 전단보강근을 250 mm 간격으로 전 구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실험체의 휨 변형 및 휨

항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철근 및 압축철근 중

앙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또한 실험체의 전

단파괴 여부를 확인하고 전단보강근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력지점과 반력지점 사이에 배근된 전단보강근

에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2.3 실험 방법

실험체는 Fig. 3과 같이 4점 가력을 받는 단순지지 보

로 계획하였다. 가력점 사이의 거리는 600 mm이며, 가력

은 2,000 kN 용량의 만능시험기(UTM)를 사용하여 변위

제어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매 하중 단계마다 실험

체의 변형 상태 및 게이지의 변형률은 데이터 수집기를

통하여 기록하였다.

실험체의 처짐은 Fig. 3과 같이 실험체 중앙부 하단에

설치한 변위변환기(LVDT) 2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체의 순수한 전단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의 전단

위험단면 주위에 5대의 LVDT로 구성된 전단패널을 보

의 양 옆에 설치하였다. 콘크리트 압축영역에서의 변형

상태는 실험체 중앙부의 콘크리트 압축연단과 압축연단

에서 20 mm와 40 mm 떨어진 지점에 콘크리트 게이지를

각각 부착하여 기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전단력-처짐 관계

실험에서 계측된 각 실험체의 전단력-처짐 관계를 Fig. 4

Table 3 Properties of specimens

No. Specimens
fck

(MPa)

Aggregates Reinforcements

Fine

Coarse
Tension

(MPa)

Compression

(MPa)

Shear

(MPa)Type
Replacement 

ratio (%)

1  N-R0 31.8

Natural

Natural  0

6-D22

fy = 651.2

3-D22

fy = 651.2

-2  N-R50 32.9 Recycled  50

3  N-R100 34.9 Recycled 100

4  S-R0 31.8 Natural  0
D10@250 mm

fy = 346.9
5  S-R50 32.9 Recycled  50

6  S-R100 34.9 Recycled 100

fck :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fy : yield strength of reinforcement

Fig. 2 Details of specimen Fig. 3 Test setup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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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는 인장철근의 항복 이전에

전단파괴가 선행하였다.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는 사

인장 균열 발생 이후 급격히 내력이 저하된 반면, 전단

보강된 실험체는 사인장 균열 이후 전단보강근의 기여로

인하여 더 높은 전단내력과 변형능력을 나타내었다. 이

후 전단보강근의 항복과 사인장 균열이 가력점까지 진전

하여 최대하중에 도달한 직후 전단파괴하였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실험체는 순환골재

치환율과 무관하게 유사한 강성과 내력을 나타내었다. 전

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의 최대내력은 천연골재를 사용

한 N-R0 실험체와 순환 굵은골재 50%와 100%를 치환

한 N-R50 및 N-R100 실험체 모두 약 125 kN으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전단보강 실험체의 전단강도 또한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5%의 미미한 오차를 보이며

서로 유사한 전단 성능을 나타내었다.

전단보강하지 않은 N시리즈의 경우 최초 휨균열 발생

이전의 강성은 약 40 kN/mm로 나타났으며 휨균열 발생

이후 사인장 균열 발생시까지 약 25 kN/mm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단보

강한 S시리즈의 경우 전단보강하지 않은 N시리즈와 유

사한 강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전단보강근이 사인장 균

열 발생 이후 보의 전단거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g. 5는 실험체의 인장철근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

로부터 계측된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실험체의 인장철근은 실험이 종료할 때까

지 항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시리즈 실험체의 전

단보강근의 변형률을 하중단계별로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x축은 전단보강근에 부착된 게이지 위치를 나

타내며 y축은 게이지로부터 측정된 값을 나타낸다. 모든

실험체에서 전단보강근의 변형률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였으며 최대 하중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복변형

률에 도달하였음을 Fig. 6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s.

5와 6의 결과로부터 모든 실험체가 휨 파괴 이전에 전

단파괴 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Fig. 5 Measured strain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s

Fig. 4 Shear force versus displacement relationshops

Fig. 6 Measured strain of shear reinforcement alo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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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

각 실험체의 전단응력-전단변형률 관계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전단변형률은 Fig. 3의 실험체 설치 현

황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단위험단면이 위치한 실험 구

간에 부착한 LVDT로부터 계측된 값을 이용하였다. 전단

응력-전단변형률 관계는 전단보강의 유ㆍ무에 관계없이

모든 실험체에서 유사하였음을 Fig. 7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단보강하지 않은 N시리즈 실험체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인장 균열 발생 이전에는 전단변형률이 거

의 증가하지 않다가 사인장 균열 발생 이후 전단내력의

감소와 함께 전단변형률이 크게 증대되었다. 각 실험체

의 최대 전단응력은 N-R0과 N-R50 실험체가 1.05 MPa,

N-R100 실험체는 1.04 MPa로 나타났다. 

전단보강 실험체인 S-R0, S-R50, S-R100 실험체의 전

단강도는 각각 2.54, 2.50, 2.61 MPa로 나타났으며, 전단

변형률 0.005를 전후하여 최대 전단응력에 도달하였음을

Fig. 7로부터 알 수 있다. 전단보강 한 S시리즈 실험체는

전단보강 하지 않은 N시리즈 실험체에 비하여 약 2.5배

의 전단강도 증진을 보였으며 연성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3.3 균열 양상

골재 치환율에 따른 각 실험체의 균열 양상은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험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

다. 모든 실험체는 가력 초기에 최대 휨모멘트 구간인

실험체 중앙부에서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휨균열은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로 진전되었으며, 새로운 휨균열

의 발생과 함께 가력점과 지점사이의 실험 구간에서 휨

및 휨-전단 균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의 경우 최초 휨균열은 20.5~

24.6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천연골재만을 사용한 N-R0 실

험체가 가장 낮은 하중에서 최초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전단보강한 실험체의 경우 최초 휨균열은 33.6~39.3 kN

에서 발생하였다. 순환 굵은골재 100%를 치환한 S-R100

실험체가 가장 높은 내력에서 최초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모든 실험체에서 사인장 균열은 가력지점으로부터 보

의 유효깊이(d)만큼 떨어진 위험단면에서 발생한 휨-전

단 균열이 보의 축과 약 45
o
의 각도를 이루면서 진전되

었다. 사인장 균열 발생 이후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

는 취성적인 파괴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전단보강한 실험

체는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에 비하여 연성적인 파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사인장 균열은 전단보강하지 않은 실

험체의 경우 약 120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단보강 한

실험체의 경우 약 125~135 kN에 발생해 골재의 치환율

에 따른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4. 해석 및 실험 결과 비교

4.1 전단강도 예측

이 연구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현행 규준식 및 기존 제안식과 비교분석하였

다. 실험체의 전단강도 예측을 위하여 ACI 318-08 규준
9)

의 전단강도식과 Arakawa
10)
가 제안한 식을 사용하였다.

ACI 318-08 규준
9)
은 콘크리트와 전단보강근의 전단기

여분을 합하여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기여분은 콘크

리트 인장강도만을 고려한 단순식으로 계산하거나 인장

철근의 장부 작용과 전단경간의 효과를 고려한 상세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Fig. 7 Shear stress versus shear strain relationships Fig. 8 Crack patterns of specimens after shea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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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전단강도 상세식을 사용하여 실험체의 전단강

도를 산정하였다.

(1)

여기서,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ρt는 인장철근비, Vu와

Mu는 각각 전단위험단면에서의 계수전단력과 계수모멘

트, d는 보의 유효깊이, bw는 보의 폭, Av는 전단보강근

의 단면적, fyt는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 s는 전단보강근

의 배근간격을 나타낸다.

Arakawa
10)
는 ACI 전단규준식과 유사하게 철근콘크리

트 보의 전단강도를 콘크리트와 전단보강근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여기서, ku는 크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로 보의 유

효깊이가 400 mm까지 증가할 때 1.0에서 0.72까지 감소

하며, kp는 인장철근비에 따른 보정계수로 kp = 0.82ρt
0.23

,

ρw는 전단보강근비, M/Vd는 보의 전단경간비를 나타낸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단보강 하지 않은 N시

리즈 실험체의 ACI 규준식 및 Arakawa 식의 해석 결과

에 대한 실험 결과의 비는 각각 평균 0.91과 0.98이었다.

ACI 전단강도식은 실험 결과를 다소 과대평가하였는데,

이는 실험체의 유효깊이가 600 mm로 비교적 높아 크기

효과에 의한 전단강도 감소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이는 보의 유효깊이가 600 mm 이상인 실험체에

서 ACI 규준식의 과대평가를 확인한 Bentz
11)
와 Kani

12)
에

의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전단보강을 한 R시리즈 실험체의 전단강도 실험 결과

는 무보강 실험체인 N시리즈와 다르게 ACI와 Arakawa

식에 의한 해석 결과보다 각각 평균 1.19배와 1.41배 상

회하였다. 이는 전단보강된 경우 크기 효과에 의한 전단

강도 감소효과가 미약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순환 굵은골재의 치환율에 따른 전단거동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전단보강이 되지 않은 경우

전단강도 감소 효과는 순환 굵은골재 치환율에 관계없이

천연골재와 유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유한요소해석 

이 절에서는 유효깊이가 비교적 큰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거동을 예측하고 실험 결

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4.2.1 해석모델 및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해석모델은 토론토대의 Vecchio가

개발한 응력교란구역모델
13)

(disturbed stress field model,

이하 DSFM)로 수정 압축장 이론
14)

(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 이하 MCFT)을 확장한 모델이다.

DSFM은 MCFT와 동일하게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

의 적합조건을 유도할 때 균열의 방향과 주압축 응력의

방향이 동일한 회전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DSFM은 평형조건을 고려할 때 평균응력을 사용한 것과

달리 적합조건을 고려할 때에는 평균변형과 함께 균열면

에서의 전단미끌림에 의한 변형도 함께 고려하였다. DSFM

은 기존의 적합조건을 고려한 트러스 모델과 같이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의 적합조건을 모두 고려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전단강도 뿐만 아니라 전단변형도

함께 예측할 수 있다.

DSFM은 2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VecTor2
15)
에 적용되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전

단응답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16,17)

 이 연구에서는

VecTor2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과 함께 모델링을

위한 선처리 프로그램인 FormWorks
18)
와 해석 결과를 윈

도우 환경에서 나타내어주는 후처리 프로그램인 Augustus
19)

를 사용하였다.

4.2.2 유한요소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보를 전단해석하기 위하

여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은 Form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콘크리트

요소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총 2270개의 직사각형 요소

를 사용하였다. 요소의 두께는 실험체의 폭과 동일하게

VACI 0.16 fck 17.6ρt

Vud

Mu

---------+⎝ ⎠
⎛ ⎞ bwd

Avfytd

s
--------------+=

VAra

0.092kukp 17.6 fck+( )
M Vd⁄ 0.12+

---------------------------------------------------- 0.85 ρwfyt+
⎩ ⎭
⎨ ⎬
⎧ ⎫

bwjd=

Table 4 Comparison between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t peak load

Speci-

mens

fck
(MPa)

Test results Analytical results

Vexp

(MPa)

δexp
(mm)

VACI

(kN)

VAra

(kN)

VFEM

(kN)

δFEM
(mm)

N-R0 31.8 125.9 4.4 135.4 125.2 135.7 3.4 0.93 1.01 0.93 1.29

N-R50 32.9 126.1 4.7 137.3 128.0 136.3 4.0 0.92 0.99 0.92 1.19

N-R100 34.9 125.1 4.7 140.6 133.0 148.4 3.9 0.89 0.94 0.84 1.21

S-R0 31.8 304.6  16.0 254.2 234.0 290.2  10.7 1.20 1.42 1.05 1.50

S-R50 32.9 299.9  17.3 256.0 216.7 288.6  10.6 1.17 1.38 1.04 1.63

S-R100 34.9 313.1  16.8 259.3 221.8 308.8  12.1 1.21 1.41 1.01 1.38

Mean 1.05 1.19 0.97 1.37

COV (%) 14.7 19.8 8.5 12.6

Vexp

VACI

-----------
Vexp

VAra

----------
Vexp

VFEM

-------------
δexp
δF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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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였다. 주철근과 전단보강근은 총 395개의 트러

스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콘크리트 요소의 절

점과 직접 연결하였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구성법칙은

VecTor2에서 제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18)

4.2.3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 및 분석

천연 및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Table 4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단보강하지 않은 N시

리즈 실험체의 경우 ACI 전단강도식과 유사하게 실험체

의 전단강도를 약 10%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에 비하여 전단 보강된 S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5% 이내

로 실험체의 전단강도를 예측하여 매우 정밀한 해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최대하중 시 처짐에 대한 예측 결과는 Table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실험체에 대하여 평균 1.37,

변동계수 12.6%로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특히 전단력-

처짐관계를 나타낸 Fig. 10으로부터 VecTor2를 이용한 해

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순환골재의 치환율이 유효깊이가 비교

적 큰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전단보강을 하지 않은 N시리즈와 전단보

강을 한 S시리즈에 대하여 전단성능을 평가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실험체는 전단보강근의 유ㆍ무

와 순환 굵은골재 치환율에 관계없이 천연골재를 사

용한 실험체와 유사한 전단강도를 나타내었다.

2) 실험체의 전단위험단면을 중심으로 전단변형률을 측

정한 결과, 순환 굵은골재의 치환율과 전단보강근

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한 전단응력-전단변

형률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 기존 전단강도식을 이용하여 전단보강근이 없는 실

험체의 전단강도를 예측한 결과, 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를 약 10%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실험체의 유

효깊이가 600 mm로 높아 크기 효과에 의한 전단강

도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전단보강된 실험체의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해석

결과보다 약 20% 높은 전단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단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에서는 전단강도

크기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4) 전단해석모델인 DSFM에 바탕을 둔 VecTor2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유효높이가 비교적 큰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

한 실험체의 전단거동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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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성능을 평가하였다. 순환 굵은골재의 치환율

(0%, 50%, 100%)과 전단보강근의 유ㆍ무를 변수로 하여 총 6체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단순지지 형태로 4점

가력을 받도록 계획하였다. 천연 및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실험체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수정 압축장 이론(MCFT)을 확장한 응력교란구역 모델(DSFM)에 바탕을 둔 2차원 비선형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순환 굵은골재 50%와 100%를 사용한 실험체와 천연골재를 사용

한 실험체의 전단거동이 치환율과 전단보강근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된 수치해석 기법과 해석모델 DSFM이 순환 굵은골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

의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순환 굵은골재, 전단거동, RC 보, 치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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