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4, No. 2, pp. 195~204, April, 2012

      http://dx.doi.org/10.4334/JKCI.2012.24.2.195

굽힌 후 편 철근의 기계적 성질과 응력-변형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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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bent re-bars are manually straightened to connect slabs to core-walls,

which are usually cast before floor structures. During cold bending and straightening of re-bars, plastic deformation causing work

hardening, Bauschinger effect and aging hardening is unavoidable. Tensile tests of coldly bent and straightened re-bars were con-

ducted with test parameters of grade, diameter, and bend radius of re-bars as well as age between bending and straightening. Test

results showed that proportional limits were lower and strain hardening occurred without yield plateaus. Inside and outside of re-

bars with compression and tension deformations, respectively, during bending showed lower yield points due to Bauschinger effect

and no yield plateaus due to work hardening, respectively. When re-bar grade was higher, yield point became significantly lower

where Grade 400 re-bars had yield strengths lower than specified yield strength of 400 MPa. Because the surface of re-bar has

higher strength than the core of re-bar, Bauschinger effect was more obvious for higher-grade re-bars. When age between bending

and straightening was greater, yield strength increased and elongation decreased (i.e. embrittlement occurs). Using measured data,

stress-strain relationship for straightened re-bars was developed based on Ramberg-Osgood model, which can be used to evaluate

stiffness of joints when straightened re-bars are applied.

Keywords : reinforcing bar, plastic deformation, work hardening, Bauschinger effect, ageing hardening

1. 서 론

골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코어 선행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초고층 건축

물에서 바닥구조는 횡력 저항구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구조해석에서 가정한 격막작용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성

확보를 위하여 바닥구조는 먼저 시공된 코어 벽체와 일

체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코어와 후행 슬

래브 접합부의 철근 이음에는 Fig. 1과 같은 굽힌 철근

박스
1)
가 주로 사용된다. 이 공법에서는, 슬래브 철근과

이을 정착 철근들을 굽혀서 강판 박스에 넣어 코어 벽

체에 매립하고, 코어 벽체 시공 후 덮개를 제거하고 굽

힌 철근을 펴서 슬래브 철근과 잇는다. 이외에도 지하

연속벽과 바닥구조의 접합부, 임시 개구부 등에서도 유

사한 방법의 철근 이음이 사용된다.

철근의 굽힘과 펴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일반 강재에 비해 강도가 높은 철근은 소성변

형에 의해 기계적 물성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회

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가공과정에서 균

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파단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강종, 지름, 굽힘 내면 반지름,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간을 변수로 굽힌 후 편 철근의 기계

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응력-변형률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2. 소성가공에 따른 철근의 물성 변화

굽힌 후 편 철근의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능한 물

성 변화를 예측하였다.

처음 굽힘 가공에 의해 Fig. 2와 같이 철근 외면에는

인장 변형이 내면에는 압축 변형이 발생되며, 변형률의

크기는 내면 반지름에 따라 식 (1)
2)
과 같이 산정할 수 있

다. 중립축에서 먼 내외부 표면에는 큰 변형률이 발생되

며, 가공하는 내면 반지름에 따라 요구되는 최대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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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진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3)
에서 규정하는 주근

용 철근의 가공 내면 반지름 3db에 맞춰 구부리면 14.3%

의 변형률이 발생되어 철근은 변형 경화를 겪는다. KS

D3504
4)
에서 SD400 강종에 지름 32 mm 이하 철근에서

는 16%의 연신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굽힘 가공에 의

해 철근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 반지름이 철근

지름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굽힌 후 펴기에 의해서도 철근은 소성 변형을 겪게 된

다. Fig. 3은 한 번의 작업으로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편

다고 가정할 때 철근 외부와 내부 표면에 발생되는 응

력-변형률 이력을 살펴본 것이다. 인장을 받는 외부 표

면은 초기 굽힘에 의해 Fig. 3(a) O-a-b구간의 변형 경화

를 겪는다. 펴는 과정에서는 초기 항복강도보다 낮은 하

중에서 압축항복이 발생되고 b-c-d구간의 소성거동이 발

생된다. 이후 인장력을 받으면 가공 경화(work hardening)

에 의해 항복점이 et로 상승한다. Fig. 3(b)는 초기 굽힘

에 의해 압축을 받았던 내부 표면의 이력을 나타낸 것

으로, 바우싱거 효과(Bauschinger effect)에 의해 항복점이

ec로 하락된다. 이러한 현상이 복합되어 굽힌 후 편 철

근이 인장을 받으면 d-e-f구간으로 거동한다. 즉, 항복이

일찍 발생되고, 항복점이 불명확해지며, 항복 후 항복마

루 없이 경화가 발생되고, 연신율이 줄어든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바닥구조는 주로 수직하중 저항에

만 사용되며, 코어벽체와 바닥구조는 전단접합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석의 가정과는 무관하게, 코어 벽

체와 바닥시스템의 접합부는 실제로 횡하중과 수직하중

에 의해 큰 응력이 발생되며, 높은 변형능력이 필요하다.

현행 설계기준,
3)
 표준,

4)
 그리고 표준시방서

5,6)
에서는 굽

힌 후 펴기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실무의 혼선이 야

기되고 있다. 또한 펴기 공정에서 1회에 직선으로 가공

되지 않으므로 반복 가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과정

Fig. 2 Strains of ben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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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curve of straightened bar

Fig. 1 Rebend conn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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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근이 파단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철근 연

신율의 저하로 인한 파단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외에도 코어 벽체 설치 후 최소 1개월 이후에 펴기

작업과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굽힘으로 큰 변

형이 발생된 절곡부는 시효 경화(aging hardening)
7)
에 의

해 항복강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펴기 작업으로는 완전한 직선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성계수는 Fig. 3(c)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철

근 탄성계수의 저하는 코어벽체-슬래브 접합면의 강성

저하를 유발하고, 사용하중 상태에서 균열폭을 증대시킨다.

3. 실험 계획

2장에서 검토한 굽힌 후 편 철근의 물성변화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굽힌 후 편 철근의 인장실험을 실

시하였다. 2장의 검토를 토대로 강종, 지름, 굽힘 가공

시 내면 반지름, 펴기까지의 존치 기간을 변수로 설정하

였다.

철근 지름은 슬래브 철근으로 주로 사용되는 10, 13,

16 mm 3가지와 보 철근으로 많이 사용되는 22 mm를 선

정하였다. 강종은 SD300과 SD400을 변수로 하였다. 굽

힘 내면 반지름은 주철근에 대해 요구되는 3db를 기준으

로 2db와 4db를 추가하였다.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

간은 1주, 1개월, 3개월로 하여 존치시간에 따른 물성 변

화를 관찰하였다. 굽힘 가공이 없는 모재를 포함하여 모

든 실험은 동일 시편 2개씩 실시하였다.

가공방법은 Fig. 4와 같다. 굽힘은 철근 절곡기에서 심

봉(mandrel)을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실시하였다. 굽힌

철근은 Fig. 4(b)와 같이 실내 철근 가공장에서 존치하여

강우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 노출 조건은 경화된 코어

벽체에 매립된 강판박스 안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펴기 작업은 Fig. 4(c)와 같이 프레스

기로 작업한 후 철근 절곡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약간씩

굽혀 Fig. 5(a)와 같이 거의 직선을 만들었다.

실험방법은 Fig. 6에서 보여주듯이 1,000 kN 용량의 만

능재료시험기로 인장 가력하였다. 표점거리는 KS B 0801
8)

에 따라 철근 공칭 지름의 8배로 하였으며, Fig. 6과 같

이 변위계를 4개 설치하여 편심에 의한 변형률 왜곡을

방지하였다. 가력 속도는 KS B 0802
9)
에 따라 항복강도

의 50%까지는 30 MPa/sec, 이후에는 10 MPa/sec를 표준

으로 가력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재료시험 결과

철근 모재도 시험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항

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탄성계수를 측정하였으며, Table

1에 강종별 지름별로 시험결과를 정리하였다.

모재와 시험체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항복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탄성계수를 계측하였다. 탄성계수는 항복

강도의 25%와 50% 구간의 할선 기울기로 산정하였으며,

Fig. 4 Specimen preparation

Fig. 5 Specimens before and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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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율과 인장강도는 KS B 0802
9)
에 따라 측정하였다.

항복강도는 최근에 개정된 ASTM A615-09
10)
와 ACI

318-11
11)
에 따라 0.2% 오프셋 방법과 0.35%(모재 철근의

항복강도가 420 MPa 이상) 또는 0.5%(모재 철근의 항복

강도가 420 MPa 미만) 변형률에서의 응력 중 작은값으

로 결정하였다.

4.2 거동 특성

D13 철근 모재와 존치기간 1개월 시험편의 응력-변형

률 곡선을 Fig. 7(a)에 나타내었다. 모재 철근은 강종에

구분 없이 선형 변형 후 충분한 항복마루를 갖고 변형

경화가 발생하는 이상적인 거동을 보였다. 굽힌 후 편

철근은 비례한계점이 낮아지는 비선형성이 일찍 발생되

었으며, 항복마루 없이 바로 변형경화가 발생하였다.

Fig. 7(b)에서 변형률 5,000 µmm/mm 구간을 보면, SD

300과 SD400 시험편은 강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거의 유

사하게 거동하였다. 이것은 Fig. 3(c)에서 설명하였듯이,

굽힘 작업 시 소성 변형에 의한 효과 때문이다. 특히 강

도가 높은 SD400 철근의 굽힘 작업에서 바우싱거 효과

가 크게 발생하였다. 열처리 공정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철근 제조 특성으로 인하여 철근 표면이 내부보다 강도

가 높은데, 굽힘 가공은 표면의 변형이 내부보다 크다.

그러므로 동일 단면에서 표면이 내부보다 바우싱거 효과

가 더 크게 발생된다. 따라서 강종이 높을수록 비례한계

점의 저하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비례한계점의 저하로 인해, 모재 철근에 비해 동일 응

력에서 변형률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 항복강도 저하가 발

생하게 되는데, 특히 SD400 시험편은 Fig. 7(b)와 같이

3,500 µmm/mm에서의 응력이 매우 낮아 설계기준항복강

도 400 MPa보다 저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철근

지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굽힌 후 존치기간 차이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의 변

화를 Fig.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존치기간이 1주, 1개월

인 철근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존치기간이 3개월인

철근은 항복강도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효 경

화
7)
로, 탄소와 황의 함유량이 높은 철이 큰 변형률을 장

기간 겪으면 강도가 높아지고 연성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시효 경화는 강종과 지름에 관계없이 모든 철근에서 발

생되었다. 일반 철에 비해 강도가 높은 철근은 탄소 함

유량이 높기 때문에 시효 경화가 크게 발생되며, 강종별

로 탄소와 황의 함유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SD300 철근

도 SD400 철근과 유사하게 시효 경화현상이 발생되었다.

4.3 항복강도의 변화

SD300 철근은 0.2% 오프셋 방법에 의해 항복강도가

결정되었으며, SD400 철근은 0.35% 변형률에서의 강도

로 항복강도가 결정되었다. Fig. 9에 지름별, 강종별, 굽

힘 내면 반지름별 항복강도를 모재 항복강도에 대한 비

Fig. 6 Test setup

Table 1 Summary of coupon tests of re-bars

Diameter

(mm)
Grade

fy
(MPa)

ft
(MPa)

Elonga-

tion (%)

Es

(GPa)

10
SD300 360 559 19.7 206

SD400 517 646 17.2 193

13
SD300 381 579 24.8 201

SD400 499 622 18.8 195

16
SD300 353 534 18.5 193

SD400 495 633 20.4 196

22
SD300 347 545 26.4 206

SD400 470 608 18.7 190
Fig. 7 Stress-strain curves for straight and straightened D13

re-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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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나타내었다. SD300 철근은 모재 철근과 거의 유사

하였으나, 존치기간 3개월 철근은 모두 모재보다 항복강

도가 향상되어 모재 철근 대비 비율이 평균 118%였다.

SD400 철근은 모재 대비 항복강도가 저하되었으며, 특

히 시효 경화가 발생되지 않은 1주, 1개월 존치기간 철

근들은 평균 25%의 항복강도 저하가 발생되었다. 존치

기간 3개월 철근들도 모두 모재보다 항복강도가 저하되

었지만 시효 경화로 인해 평균 10%의 강도 저하가 나타

났다. 즉 설계기준강도가 높을수록 소성 변형에 의한 비

례한계점의 저하가 크게 나타나서 설계기준강도를 하회

하게 되었다. 지름별, 굽힘 내면 반지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4.4 인장강도의 변화

Fig. 10에 모재 대비 인장강도 비율을 나타내었다. 모

든 변수에 대해 인장강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기

존 유사 연구
12)
에서는 이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굽힌 후

편 철근의 인장강도가 모재 대비 크게 저하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편을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만

들기 위해 프레스와 철근 절곡기를 사용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현장 여건과 유사하게 펴기를 실시하였다. 즉

펴는 과정에서 철근에 국부적인 변형 집중이 발생될 수

Fig. 8 Stress-strain curves for straightened SD300 D13 and

D16 re-bars with different ages

Fig. 9 Ratios of yield strengths of straightened bars to straigh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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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강도의 변화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 현장에서는 이 연구의 시편 준비조건보다 매우 열악

한 여건에서 펴기 때문에,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된다.

4.5 연신율의 변화

Fig. 11에 모재 대비 연신율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

신율은 표점거리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13)

 이

연구에서는 KS B 0801
8)
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많은

철근에서 표점거리 밖에서 파단이 발생되어 Fig. 11에서

는 표점거리 내부에서 파단이 발생된 실험 결과만 수록

하였다. 소성 변형에 따른 가공 경화와 존치기간에 의한

시효 경화는 항복강도뿐 아니라 인장강도도 높이게 되는

데, 표점 구간의 대부분이 굽힘과 펴기 가공에 의한 소

성 변형을 겪기 때문에 표점 밖에서 파단이 발생되었다.

표점거리 내에서 파단이 발생된 경우 모재 연신율보다

저하되었다. Fig. 5(a)와 같이 시험편은 최대한 직선에 가

깝게 준비하였지만, 모재와 같이 완전 직선은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직선이 아닌 부분이 펴지면서 늘어난 길이

변화로 인해 연신율 산정에 왜곡이 발생되었다. 일부 D10

철근에서 모재보다 높은 연신율이 측정된 것은 이러한

이유로 판단된다.

4.6 탄성계수의 변화

Fig. 12는 모재 대비 탄성계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탄성계수는 항복강도의 25%와 50% 구간의 직

선구간에서 산정하였으며, 모재대비 10~40% 정도 저하

가 발생되었다. 변수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

았다.

5. 굽힌 후 편 철근의 응력-변형률 모델

굽힌 후 편 철근은 초고층 건축물의 코어와 수평부재

접합부, 지하연속벽과 수평부재의 접합부 등 중요 부위

에 적용된다. 특히 수평부재를 횡력 저항 요소로 활용할

경우 접합부의 강성과 강도는 전체 구조물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굽힌 후 편 철근이 사용된 접합부의 거

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의 정

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
12,14-16)

는 주로 항복강도

와 연신율의 정량적 변화에 관해서만 수행되었으며, 응

력-변형률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굽

힌 후 편 철근의 인장 거동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응력-

변형률 모델을 구성하였다.

철근을 비롯한 여러 금속의 응력-변형률 모델로 활용

이 가능한 Ramberg-Osgood 모델
17)
을 기본식으로 이용하

였다. 이 모델은 식 (2)와 같이 단일 식으로 구성되어 다

른 철근 모델들
18)
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상수들

의 물리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리하다.
Fig. 10 Ratios of tensile strengths of straightened bars to

straigh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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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atios of elastic moduli of straightened bars to straight

bar

Fig. 11 Ratios of elongations of straightened bars to straight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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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ε과 f는 철근 변형률과 응력이며, Eo는 초기 탄

성계수, εo과 fo는 초기 탄성계수에 의한 항복강도와 그

때의 변형률이고, α와 m은 상수이다.

식 (2)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13과 같은데, α는 초

기 탄성계수로 계산된 항복 변형률에 비해 실제 항복 변

형률의 증가 정도를 표현하며, m은 초기 탄성계수의 저

하 정도를 의미한다. 실험에서 계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별 α와 m을 결정하면 굽힌 후 편 철근의 응력-변형

률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험군별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α와 m을 산정하

였으며, 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m 값은 철근 지름,

존치기간, 강종에 따라 특별한 경향성을 띄지 않았으며,

평균 10.5였다. α는 철근 지름에 대해서는 경향성이 없

었으나, 강종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존치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다. 즉 모재 철근의 항복강도가 높을수록 모재

철근 대비 변형률이 증가하였고, 시효 경화에 의해 존치

기간이 길수록 그 값이 줄어들었다. Fig. 14는 존치기간

과 강종에 따른 α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D13 SD400

철근의 α값은 다른 실험군에 비해 매우 상이한 값을 가

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동일 존치기간에서 α값은

모재 항복강도의 3~3.7승에 비례하였다. 식의 형태를 단

순화하기 위해, α는 fy
3
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항복강도

와 존치기간을 변수로 다시 회귀분석하면 식 (3)의 형태

를 얻을 수 있다. 산정된 α와 m을 이용하여 굽힌 후 편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ε f

Eo

----- αεo
f

fo
---⎝ ⎠
⎛ ⎞m+=

α 12.7

t
1 4⁄

----------
fy

1,000
-------------⎝ ⎠
⎛ ⎞

3

=

Fig. 13 Ramberg-Osgood model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s of α and m

Diameter

(mm)

fy
(MPa)

Age

(month)
α m

10

360

0.23 1.749 7.9 

1 0.569 11.2 

3 0.162 10.4 

517

0.23 2.252 9.5 

1 2.382 8.71 

3 1.040 11.2 

13

381

0.23 0.558 10.7 

1 0.813 9.93 

3 0.219 10.7 

499

0.23 5.326 7.1 

1 4.970 7.98 

3 2.940 8.53 

16

353

0.23 0.739 10.7 

1 0.801 10.1 

3 0.491 9.02 

495

0.23 2.107 12.0 

1 2.037 10.4 

3 0.613 12.3 

22

347

0.23 0.523 9.8 

1 0.412 10.5 

3 0.248 9.30 

470

0.23 1.944 11.2 

1 1.708 11.4 

3 0.632 12.9 
Fig. 15 Comparison of measured and predicted stress-strain

curves for SD300 D16

Fig. 14 α value with varying yield strengths and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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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t는 굽힌 후 펴기까지 존치기간이다(단위: 개월).

SD300 D16 철근의 계측된 응력-변형률 곡선과 식 (3)과

(4)에 의한 곡선을 Fig. 15에서 비교하였다. 식 (3)과 (4)는

소성 변형에 의한 효과와 시효 경화 특성을 모두 고려하

여 굽힌 후 편 철근의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다.

6. 결 론

선행 코어 후행 슬래브와 같은 신구 콘크리트 접합부

에서는 굽힌 후 편 철근을 이용한 이음이 발생한다. 철

근의 굽힘과 펴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

생하며, 이 과정에서 가공 경화, 바우싱거 효과, 시효 경

화 현상이 발생된다. 이 연구에서는 강종, 지름, 굽힘 내

면 반지름,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간을 변수로 굽힌

후 편 철근의 인장에 대한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구조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응력-변형률 모델을 구

성하였다. 실험과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굽힌 후 편 철근은 비례한계점이 낮아지는 비선형

성이 직선 철근에 비해 일찍 발생되었으며, 항복마

루 없이 바로 변형경화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굽힘

가공에서 압축을 받은 부분의 바우싱거 효과에 의

해 항복점이 낮아졌고, 굽힘 가공에서 인장을 받은

부분의 가공 경화에 의해 항복마루가 없어졌기 때

문이다.

2) 높은 강종일수록 항복강도의 저하가 크게 발생되었

으며,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설계기준강도보다

낮았다. 철근은 표면부의 강도가 내부보다 높기 때

문에, 높은 강종일수록 굽힌 후 펴면 바우싱거 효

과가 크게 발생된다. 따라서 SD400 이상 철근은 굽

힘 후 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3)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간이 길면 시효 경화에 의

해 항복강도의 상승과 연성의 저하가 발생되었다. 존

치기간 1개월까지는 시효 경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

았으므로, 굽힌 후 펴기까지는 1개월 이내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4) Ramberg-Osgood 모델을 기본 형태로 실험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항복강도와 존치기간을 고려한 굽힌

후 편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굽힌 후 편 철근이 사용된 접합부의 강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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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구 콘크리트 접합부에서는 굽힌 후 편 철근을 이용한 이음이 발생한다. 철근의 굽힘과 펴는 과정에는 필연

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가공 경화, 바우싱거 효과, 시효 경화 현상이 발생된다. 이 연구에서는 강종,

지름, 굽힘 내면 반지름,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간을 변수로 굽힌 후 편 철근의 인장에 대한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

였다. 연구 결과, 굽힌 후 편 철근은 비례한계점이 낮아지는 비선형성이 직선 철근에 비해 일찍 발생되었으며, 항복마

루 없이 바로 변형경화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굽힘 가공에서 압축을 받은 부분의 바우싱거 효과에 의해 항복점이 낮아

졌고, 굽힘 가공에서 인장을 받은 부분의 가공 경화에 의해 항복마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높은 강종일수록 항복강도

의 저하가 크게 발생되었으며, SD400 철근의 항복강도는 설계기준강도보다 낮았다. 철근은 표면부의 강도가 내부보다

높기 때문에, 높은 강종일수록 굽힌 후 펴면 바우싱거 효과가 크게 발생된다. 굽힌 후 펴기까지의 존치기간이 길면 시

효 경화에 의해 항복강도의 상승과 연성의 저하가 발생되었다. Ramberg-Osgood 모델을 기본 형태로 실험 자료를 회귀

분석하여 항복강도와 존치기간을 고려한 굽힌 후 편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구성하였다. 이 모델은 굽힌 후 편 철

근이 사용된 접합부의 강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철근, 소성 변형, 가공 경화, 바우싱거 효과, 시효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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