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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inforced concrete composite column method in order to improve seismic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 specimens by selectively applying steel fiber-reinforced mortars at the column plastic hinge region. In

order to evaluate seismic improvement of the newly developed column method, a series of cyclic load test of column specimens

under a constant axial load was investigated by manufacturing three specimens, two reinforced concrete composite columns by

applying steel fiber-reinforced mortars at the column plastic hinge region and one conventional reinforced concrete column. Both

concrete and steel fiber-reinforced mortar was cast-in placed type. From cyclic load test, it was found that the newly developed

steel fiber-reinforced columns showed improved seismic performances than conventional reinforced concrete column  in controlling

bending and shear cracks as well as improving seismic lateral load-carrying capacities and lateral deformation capacities.

Keywords : steel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mortar, seismic-resistant column, crack control, cyclic load

1. 서 론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는 재료 자체의 수축과 취성, 폭열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장강도

는 압축강도에 비해 적으므로 균열 발생이 쉬운 취성적

결점을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의 고성능화 및 재료 특성

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첨단 섬유를 적용하는 방법이 사

용되어 왔으며, 탄소섬유, 유리섬유, PVA 및 PP 등의 합

성섬유 등 여러 종류의 섬유가 고려되어왔다.
1,2)

 한편, 철

근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지진하중과 같은 횡하중 하에

서는 기둥 하단부에서 철근이 항복 및 좌굴하면서 콘크

리트에 균열 및 파괴가 급격히 증대되어 내력을 상실하

게 되는 파괴 양상을 나타낸다.
3)
 이를 위해 내진설계를

고려할 경우 횡하중에 대한 내력 및 내진저항능력 개선

을 위해 상대적으로 철근량을 많이 늘리거나 단면치수를

늘리는 등 충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한

편 강관충전 및 강-콘크리트 합성, 또는 CFRP 복합재료

를 이용한 합성 기둥을 사용할 경우 강재 및 탄소섬유

사용량의 증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4-6)

 기

둥은 건축물의 주요 부재로서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의 주된 안전과 연관되어 일반 구조설계뿐만 아니라 내

진 및 내풍 설계를 반영할 경우 구조물 전체의 안전 측

면에서 높은 내력 및 내진저항능력이 요구된다.

강섬유(steel fiber) 또는 합성섬유를 혼입한 시멘트 모

르타르 및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비

해 인장강도, 휨강도, 균열제어 성능, 연성, 전단강도 등

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인장 균열 발생 시 강섬유 콘

크리트는 국부균열이 급격하게 진전되어 취성 파괴되는

단점을 개선하고, 균열강도 이후 국부균열이 발생하지 않

고 미세균열이 넓게 분포하도록 브리징 효과를 발휘하여

휨 및 전단 거동 하에서 내진저항능력 및 변형능력을 향

상시켜주는 장점이 기대될 수 있다.
7-12)

강섬유 혼입 콘크리트를 구조 부재에 적용한 기존 연

구에서, Tang 등(1992)은 5개의 외측 및 7개의 내측 보-

기둥 접합부에 강섬유 콘크리트를 적용한 실험체를 제작

하여 반복 횡하중에 대한 내진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로부터 강섬유 콘크리트를 적용한 경우 접합부의 전단강

도 및 최초 균열 발생시의 균열 전단응력이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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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3)

 Liu(2006)는 철근콘크리트 보

-기둥 접합부에 섬유혼입률 1.0%의 강섬유를 혼입한 실

험체를 제작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 실

험체와 비교한 내진 성능 실험 평가에서 접합부 전단 내

력이 10.8~16.5%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변곡점 부분에서

절단된 하부기둥을 캔틸레버 기둥 형태의 실험체로 제작

하여, 기둥의 휨 위험 단면부인 소성힌지부 주변에 국부적

으로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한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복합 기둥에 관한 내진성능 평가 실험

을 수행한 것으로서, 향후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비해

내진성능이 우수한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복합 기둥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내진성능 및 평가 결

과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적용 방안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소성힌지구간에서의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실험체를 제작하여 일정 축하중 하에서 횡

방향 반복 하중을 받는 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재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근

콘크리트 복합 기둥 실험체의 내진성능, 반복하중 하에서

의 이력 거동 특성, 균열 및 파괴 양상 등을 비교 및 검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된 실험실 내에서의

대상 실험체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을 바탕으로 기존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비교하여 향후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

근콘크리트 복합 기둥의 구조적 장점과 더불어 실용화 가

능한 구조 요소의 적용기술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인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2.1 사용 재료

기본 결합제로서 재료의 획득이 용이하고 가격면에서

저렴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를 사용하였다.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국내 S사 제품을 사용, 그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특

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두 재료는 국내 사용기준

을 만족하고 있다.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에

서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평균 입경이 약 130 µm

인 국내 S사의 규사를 잔골재로 사용하였다. 골재 사용

시 시멘트 모르타르의 불균일성을 증대시켜 응력 집중,

시멘트 모르타르의 파괴인성을 증가시켜 다수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하되어 인성을 감소시키고,

또한 시멘트 모르타르 내부의 공극이 증대됨으로써 섬유

와 매트릭스 사이의 부착력이 감소하여 최대 균열면 응

력을 저하시켜 다수의 미세균열과 변형률 경화거동의 발

생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평균입경 130 µm인 규

사는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 복합체의 유동성을 저하시

키지 않는 골재 최대크기 200 µm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우수한 섬유 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멘트 매트릭스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배합시 섬유의 분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PCSP)

를 사용하였고, 배합 시 규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

분말, 섬유 등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셀룰로즈계

분리저감제(HPMC)를 사용하였으며, 표면 마무리 및 공기

량 조절을 위한 소포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혼화제의 품질 특성은 다음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그 기본 특성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

하였다. 혼화제의 최적 혼입률은 예비비빔 시험을 통해 결

정하였으며, 그 사용량은 결합재(시멘트,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중량비로 혼입하였다.

섬유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취성적

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강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그 종류 및 특성도 다양하다. 이중 강 섬유는 알칼

리성의 콘크리트 내에서 부식에 대한 보호를 받으며, 강

섬유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모체 콘크리트와 기계적인 부

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변형된 형태로 제조된다. 강섬유

의 혼입률과 형상비가 클수록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시공성은 나쁜 반면 분산성이 좋은 상태에서 혼입률 증

가는 역학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갈고리

(hook)형으로 항복강도 1,300 MPa인 강섬유로서 직경

0.5 mm 및 길이 30 mm인 형상비 60인 강섬유에 대해,

자기 충전성을 고려한 시공 및 분산성이 충분히 확보가

능한 조건 하에서 강섬유혼입 모르타르의 섬유 혼입률

및 배합을 제시하였다. 강섬유의 형상과 물리적 특성을

Table 1 Mechanical/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ypes
Density

(g/mm
3
)

Fineness

(cm
2
/g)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loss

OPC 3.14 3,200 21.24 5.97 3.34 62.72 2.36 1.97 1.46

Silica sand 2.64 0.2
(1)

96.9 1.44 0.34 0.11 0.03 - -

FA 2.16 3,645 50.5 - - - - - 3.04

BFS 2.94 4,310 34.7 13.8 0.11 44.6 5.62 0.23 0.64
(1) 

Diameter (mm)

Table 2 Chemical admixtures

PCSP HPMC Defoamer

Density

(g/mm
3
)

0.37 0.60 0.26

Type
Brownish

 powder
White powder Wh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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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2.2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최적 배합

기준 실험체에 사용되는 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은 요구

되는 강도와 시공성 및 선정된 재료의 최적 설계비에 따

라 설계되었으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 24 MPa,

슬럼프 120 mm, 공기량 4.5%로 정하였다. 일반 콘크리

트 배합비는 Table 4와 같다.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최적 배합 및 섬유의 혼입

률을 실험 및 이론적 설계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최적 배합을 도출하기 위해 섬유의 분

산성, 현장타설시 시공성을 고려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

다. 섬유 시멘트 모르타르 경우 슬럼프 플로우값이 600 mm

내외이면 자기 충전성 확보가 충분하다고 보고 분산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혼화제(PCSP, HPMC)의 사용량을 최

적화하여 자기충전 특성을 부여하였다. 이로부터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은 강섬유 혼입률이 1.0%

및 1.5%로서 Table 5과 같게 결정되었으며, 강섬유 혼입

률 1.0% 및 1.5% 각각의 경우 슬럼프 플로우 측정값은

685 mm 및 678 mm로서 충분한 자기 충전성이 확보되었다.

2.3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휨 성능 평가

이상에서 소개된 배합에 따라 제작된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역학특성 평가를 위해서 섬유가 혼입되지 않

은 무섬유 모르타르 및 강섬유 혼입률 1.5%에 대해서 압

축강도 및 40 × 40 × 160 mm 규격(순지간 120 mm)의 실

험체를 제작하여 휨인장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무섬유 모르타르 및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28일

압축강도는 각각 평균 38.8 MPa 및 38.5 MPa, 휨인장강

도는 각각 3.83 MPa 및 5.12 MPa로 평가되었다. 한편 휨

인장 실험 결과로부터 ASTM C1018 방법에 의한 인성

지수평가에서,
15)

 1.5% 섬유혼입률의 경우 최초 휨인장균

열 발생 시의 실험체 중앙에서의 수직변위의 10.5배 변

위에 도달될 때까지 예측된 인성지수는 3일, 7일, 그리

고 28일 재령에서 수행된 휨인장 실험 결과 각각 15.8,

12.7, 그리고 10.3으로 평가되어 섬유 보강 시멘트 모르

타르가 취성적인 무섬유 모르타르에 비해 인성 거동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강섬유 혼입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의 제작

3.1 실험체의 설계

강섬유의 최적의 배합과 효율적인 내진 보강 성능을 알

아보기 위해 Table 6과 같이 일반 철근콘크리트 기둥인

기준 실험체 1개,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적용 실

험체 2개를 각각 제작하여 일정 축하중이 작용하는 조건

에서 반복 횡하중 재하 실험을 실시토록 하였다. 대상 기

둥 실험체는 건축물 최하층부의 기둥으로서 기초에 고정

된 캔틸레버 기둥으로 기초에 완전고정의 접합형태로 제

작하였다. 실험의 주요 변수는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의

타설 여부, 섬유의 혼입률, 전단철근의 유무를 주요 실험

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실험체의 변수는 Table 6과 같다.

실험체의 형상 및 크기는 Figs. 2 및 3과 같이 기둥 단

면 300 × 300 (mm), 높이 1,540 mm, 기둥 머리부분 400 ×

400 (mm)로서, 기초 900 × 900 × 700 (mm) 위에 고정되도

록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Table 3 Steel fiber

Type
Length

(L: mm)

Diameter

(D: mm)

Aspect ratio

(L/D)

Density

(t/m
3
)

Hooked 30 0.5 60 7.85

Table 4 Mixing properties of concrete

W/B

wt. (%)

S/A

wt. (%)

unit (kg/m
3
)

W OPC Sand CA PCSP HPMC

53.9 51.0 167 310 281 655 950 2.17 0.1

Fig. 1 Shape of hooked steel fiber

Table 5 Mixing properties of steel fiber-reinforced mortar

W/B

(wt. %)

S/C

(wt. %)

FA/B

(wt. %)

Slag/B

(wt. %)

Unit (kg/m
3
)

W B
(1)

OPC FA BFS
Silica

sand
PCSP HPMC Defoamer

SF

(vol. %)

45 71 20 20 262 833 500 167 167 692 0.37 0.18 0.45 1.0~1.5
(1)

B: OPC+FA+BFS

Table 6 Column specimens

Specimen

name

SFRC mortar
Main bars/

tied bars
Fiber vol.

fraction (Vf)

Height from 

footing

RC-0 - -
8-D13/

D10@100

SFRC-0 1.5 % 2.0 d
8-D13/

D10@100

SFRC-1 1.0 % 2.0 d
8-D13/

No 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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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설계는 축하중을 받는 기둥이 지진과 같은

횡방향 하중을 받는 경우 횡하중 증가에 따라 소성힌지

발생부근을 중심으로 인장균열, 철근항복 및 철근좌굴에

따라서 인장 휨 파괴로 유도되도록 설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한내력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파괴 직전에

전단균열도 일부 발생가능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RC-0실험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기둥인 기준 실험체

로 제작되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기둥의

주철근은 D13를 8개 사용하였으며, 띠철근은 100 mm 간

격으로 D10을 사용하였다.

SFRC-0 실험체는 일반 콘크리트 대신에 1.5% 강섬유

혼입률의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기초에서부터

상부로 기둥단면의 유효깊이(d)의 2배 만큼 높이로 D10

전단철근을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타설 및 제작하

였다. SFRC-0 실험체는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표준실

험체인 RC-0 실험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강섬유 모르타르

만을 추가적으로 실험변수로 고려한 조건이다. SFRC-1

실험체는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부분에는 띠철근

을 배근하지 않고 섬유혼입률 1.0%의 강섬유 모르타르를

타설토록 설계한 것으로서, 표준실험체 RC-0 및 실험체

SFRC-0와 비교하여 강섬유 모르타르에 따른 전단균열 제

어효과를 비교하도록 한 것이다.

실험체 제작은 Fig. 4와 같이 미리 거푸집을 제작과 동

시에 현장에서 실험체 철근을 조립하였다. 또한 철근 조

립 후 주철근의 변형률 측정을 위해 소성힌지부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부에 횡방향 철근 간격 사이

로 철근용 변형률 게이지를 좌우 주철근에 부착하였다.

전단철근의 변형률 측정을 위해 기초면에서부터 상부 방

향으로 두 전단철근에 철근용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

다.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시공은 Fig. 4

에서와 같이 믹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배합 및 타설을

하였다. 거푸집에 콘크리트 타설 후 건조수축 균열을 방

지하기 위하여 타설 실험체에 콘크리트 양생포를 덮어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물을 뿌려 습윤양생을 하였다.

3.2 실험체의 재하 방법

기둥 기초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초 바닥을 직경

50 mm의 천공구에 정착형 원형봉을 도입하여 상하 부분을

볼트로 조여 반력바닥에 고정되도록 정착하였다. 실험체의

설치상황 및 고정 축압축력 도입을 위한 취구는 Fig. 5와

Fig. 3 Column cross-section (unit: mm)

Fig. 2 Rebar details of the specimen (unit: mm)

Fig. 4 Specime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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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기초판에 실험체의 기둥부분이 고정되어 기둥 머

리 부분이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였다.

실험체의 기둥 주두 부분에 특수하게 제작된 캡을 씌우

고 실험체 기초부분에는 인장 전용 유압기를 설치할 수 있

는 케이블 정착구를 설치해서 반복 횡하중이 작용하는 중

에도 축하중이 편심으로 작용하지 않게 함으로서 기둥에

일정 축하중이 유지되도록 재하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이

실험체에 작용하는 일정 축하중은 모든 실험체에서 기둥

콘크리트 단면적의 축압축강도의 10%를 일정 축하중으로

재하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축하중 조건하에서 극한강도

설계개념에 따른 표준실험체 RC-0의 설계휨강도 산정에

의한 기둥의 횡방향 극한내력값은 41.2 kN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체에 반복 횡하중을 도입하기 위하여 용량 500 kN

액츄에이터를 반력벽에 장착하였으며 실험체와 액츄에이

터 머리부분의 연결을 위하여 미리 천공된 구멍을 통하

여 양쪽에서 볼트로 조이는 방식을 통해 연결하도록하여

횡하중이 가력되도록 하였다. 각 실험을 통한 각 실험체

의 주철근과 전단철근의 조건에 따라 기둥의 거동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둥의 위험단면에 주철근과 전단철

근에 각각 철근용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3.3 하중 제어

기둥 콘크리트 단면적의 축압축강도의 10%를 일정 축

하중으로 하여 기둥 두부 부분에 반복 횡방향 하중을 변

위제어에 의해 재하하였다. Fig. 6과 같이, 사전에 예비

실험에서 실험체의 횡방향 항복하중의 75%에 도달 시까

지 하중제어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때의 변위에 도달된 이

후부터는 변위제어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횡방향 하중 형태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얻은 항복변위

에 대한 µ = ∆/∆y를 변위 연성비로 가정하고 변위 연성

비 µ가 0.5, 1.0, 1.5 등의 순서로 증가되도록 초기에는

0.5씩 증가시켜 초기 접합부의 연성능력을 상세하게 관

측하였고, µ = 4.0 이후에는 1.0씩 증가시켜 Fig. 7과 같

이 총 변위 연성비 µ = 9.0및 총 26사이클의 반복하중을

변위제어에 의해 재하되도록 하였다. 가력 방향은 액츄

에이터가 밀어서 재하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부(−), 그

반대 방향을 정(+)으로 재하하였다.

4. 재하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 양상

반복 하중 재하시험에 따른 최대 횡방향 변위에 도달했

을 때의 각 실험체의 전면부 및 측면부에서의 균열 및 파

괴양상을 각각 Figs. 8 및 9에, 각 실험체의 횡방향 하중

및 변위 이력거동 양상을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4.1.1 실험체 RC-0

기준 실험체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RC-0 실험체는 0.5∆y

(2 cycle)에서 인장측 콘크리트 표면에 수평 휨 균열이 발

생한 후에 하중이력의 증가와 함께 수평 휨 균열의 수

가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1.5∆y(5cycle) 도달에

서부터 균열의 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고 기존의 수평 휨

균열폭이 크게 증가되었고, 2∆y(8 cycle)에서 기둥과 기

초의 접합부 부근에서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6∆y(19

cycle)에서 최대내력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하단부 소성

힌지 발생영역에 걸쳐서 전단 균열이 진전되면서 수평

휨 균열 폭의 확대와 함께 압축측 콘크리트의 피복 박

리가 진전되었다. 휨 위험구간인 소성힌지 구간에서 전

면적으로 휨 파괴와 전단균열 전전에 의해서 콘크리트

박리가 급증하고 철근의 노출 및 주철근의 좌굴과 더불

Fig. 5 Laboratory test setup

Fig. 6 Pre-loading cyclic test

Fig. 7 Displacement-controlled loa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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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험체가 파손에 도달하였다.

4.1.2 실험체 SFRC-0

실험체 SFRC-0은 섬유혼입률 1.5%의 강섬유 혼입 시멘

트 모르타르를 기초바닥으로부터 유효깊이(d)의 2.0배 만

큼 기둥의 상부 쪽으로 콘크리트 대신 타설한 실험체로서,

이 구간에 전단철근을 배근한 실험체이다. 횡방향 하중이

가해진 후 0.5∆y(2 cycle) 전후에서 수평방향의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1∆y(3 cycle)에서부터 기둥과 기초의 접합부

부근에서 미세한 휨 균열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1.5∆y(5

cycle)까지 균열의 수가 증가하였다. 횡방향 변위제어 하

중이 3∆y(12 cycle) 에서 6∆y(19 cycle) 사이에 도달하면서

접합부 부근에서의 균열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후로 큰 균열의 발생은 보이지 않았고,

6∆y(20 cycle)부터 표면박리가 기초와의 접합부 부근에서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최대 횡방향 변위제어 9∆y(25 cycle)

에 도달될 때까지 수평내력의 저하현상이 없이 최대내력

을 나타내었다. 제어 액츄에이터의 변위 용량을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어 최대변위제어 25 cycle에서 재하시험을 중

지하였다. 이때까지 부재가 극한내력인 파괴상태에 도달

하지 않고 충분히 수평 내력의 저하현상이 없이 더 이상

의 횡방향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상태였다.

4.1.3 실험체 SFRC-1

SFRC-1는 SFRC-0 실험체와 비교하여 동일하게 제작

된 실험체이나 강섬유 혼입률 1.0% 및 강섬유 혼입 시

멘트 모르타르의 타설 부분에 전단절근을 배근하지 않은

실험체이다. 실험체 SFRC-1의 경우 1∆y(3 cycle)에서 수

평방향의 휨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y(8

cycle)까지 균열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에는 균열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미세하게 균열폭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5∆y(9 cycle)에서 접합부 부근

에서 균열의 발생이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6∆y(19 cycle)

에서 접합부 부근의 휨 균열이 증가하면서 콘크리트의

표면의 박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 큰 균열의

발생 없이 균열폭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실험체 RC-0에

비해서 균열폭의 증대 및 표면박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철근의 좌굴 또한 목격되지 않았다. 최대 횡

방향 변위제어 9∆y(25 cycle)에 도달될 때까지 수평내력

의 저하현상이 없이 최대내력을 나타내었다.

Fig. 9 Crack patterns at failure (side view) Fig. 8 Crack patterns at failure (frontal view)

Fig. 10 Load versus deflection curves



소성힌지부 강섬유 혼립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성능평가│247

실험체 SFRC-0과 같이 제어 액츄에이터의 변위 용량을

더 이상 초과할 수 없어 최대변위제어 25 cycle에서 재하

시험을 중지하였고, 부재가 파괴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충

분히 수평 내력의 저하현상이 없이 추가적인 횡방향 내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서 재하시험을 중지하였다.

4.2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및 고찰

Fig. 10은 재하 실험을 통해 측정된 세 가지 실험체에

대한 전 재하 단계에서의 수평 하중과 기둥 상부 수평

하중 작용 위치에서의 수평 변위 거동 관계를 나타내었

다. Table 7은 세 가지 실험체에 대한 단계별 하중 및 변

위, 연성비 효과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4.2.1 실험체 RC-0

기준 실험체 RC-0의 경우 하중-변위 관계 곡선에서 변

위 4.56 mm에서 초기 휨 균열이 발생하여 변위 18.6 mm

에서 최초 주인장 철근의 항복에 도달하였다. 주철근의

최초 항복점이 이후 78.1 mm 변위까지 하중 증가와 함

께 일정하게 변위가 증가하여 최대하중 45.65 kN을 나타

내었다. 그 후 변위가 증가하여도 내력이 증가하지 않고

강도저하 및 강성저하 현상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내었

다. 이후 내력이 감소하면서 변형이 증가하다가 최대

91.6 mm 변위에서 휨 균열폭의 증대, 주철근의 좌굴, 압

축측 콘크리트의 압괴, 및 피복 박리가 급진전되면서 소

성힌지 위험 구간의 내력저하로 더 이상의 내력을 부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실험체 SFRC-0

소성힌지구간 2.0d 높이만큼 전단철근 배근과 함께 강

섬유 혼입률 1.5%의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

용한 실험체 SFRC-0의 경우, 수평변위 4.56 mm에서 최초

의 휨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 일정한 강성으로 변

위 증가에 따른 내력 증가를 나타내다가 수평변위 23.71

mm에서 주철근의 항복이 최초로 발생하였다. 최초의 주

철근 항복점 이후에도 강도저하 없이 수평하중의 증가에

따라 수평 변형량이 증가하였다. 수평변위 110.52 mm에

서 최대수평 내력 50.67 kN에 도달하고, 수평변위 113.17

mm에서 더 이상 액츄에이터 변위 증가에 의한 하중 재

하를 적용할 수 없어 재하 실험을 중지하였다. 일반 철근

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와 비교하여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

르타르를 적용한 이 실험체는 최초의 철근의 항복 시의

수평 변위값이 높게 관측되었으며, 철근의 항복 이후에도

반복하중의 재하에 따른 강도저하 및 강성저하 현상이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변위 증가에 따른 높은 내력증가

양상을 보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거동을 발휘하였다.

4.2.3 실험체 SFRC-1

기초면에서부터 타설 높이 2.0d 구간에 전단철근의 배

근없이 섬유 혼입률 1.0% 혼입한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

르를 타설한 이 실험체의 경우, 수평변위 4.72 mm에서

최초로 휨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최초 균열 이후 내력이

증가하다가 수평변위 24.14 mm에서 주철근의 최초 항복

점에 도달하였다. 수평변위 102.61 mm에서 최대내력 53.49

kN에 도달하였으며, 최대변위 114.87 mm에 도달하여 더

이상 액츄에이터 용량의 최대변위를 초과할 수 없어서

하중 재하를 중지하였다.

4.2.4 실험 결과의 종합적 고찰

실험체의 강섬유 혼입 유무에 따라서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한 두 기둥 실험체의 경우 기존 철근콘

크리트 기둥에 비해 휨 균열 및 극한하중 부근에서의 전

단균열 억제에 우수하였다.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전단철근을 배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의 전단파괴 및 전단균

열 양상은 관찰되지 않아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타설 구간에서 전단철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단

균열 제어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와 비교하여 강섬유 시멘트 모

르타르를 적용한 이 실험체는 이력 거동 곡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철근의 항복 이후에도 반복 하중 재하에 따른

강도 저하 및 강성 저하현상이 뚜렷하지 않게 관찰되었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와 비교하여 이 연구에

서 적용한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적용 기둥 실험

체의 경우 수평 내력의 비교에서 10~20% 정도의 향상된

수평 내력의 증진효과를 보였다. 반복 횡하중에 대한 변

형능력 개선 효과에 있어서도 최대내력에 도달했을 때의

연성비가 일반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의 경우 4.19인

반면에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한 기둥 실

험체의 경우 4.63 이상이며, 이는 액츄에이터의 최대용량

을 감안하여 측정된 값으로서 보다 높은 연성거동능력 및

에너지 소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활용하여 내진형 철근

Table 7 Test results of each specimen

Spec.

name

Initial cracks Yielding of bar Max. load Max. displacement ±Load

(%)

Ductility 

ratioDis. (mm) Load (kN) Dis. (mm) Load (kN) Dis. (mm) Load (kN) Dis. (mm) Load (kN)

RC-0 4.56 17.19 18.60 28.19 78.10 45.65 91.60 44.94 - 4.19

SFRC-0 4.56 13.18 23.71 29.52 110.52 50.67 113.17 49.06 +11.00 4.63

SFRC-1 4.72 10.10 24.14 33.30 102.61 53.49 114.87 53.31 +18.62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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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복합 기둥 실험체를 제작 및 내진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장 균열 발생 이후의 콘크리트의 취성 및 균열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한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

르를 기둥의 휨 위험단면의 소성힌지 발생구간인

기초바닥으로부터 상부로 기둥 단면 유효깊이의 2

배 높이로 타설한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내진형 복합 기둥의 경우 일

반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에 비해 횡방향 최대

내력 및 변형능력 향상에 우수하였다. 이는 소성힌

지 부근에서의 휨 및 전단 균열 억제에 따른 휨 파

괴, 주철근의 좌굴, 및 콘크리트 박리 등의 현상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한 실험체의 경

우 띠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단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둥의 휨

위험단면부근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강섬유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할 경우 띠철근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이 실험체와 같이 강섬유 혼입 모르타르의 구조 부

재 적용시 현장타설의 경우 시공은 여러 단점이 있

으므로, 강섬유 혼입 모르타르 적용의 경우 프리캐

스트 방식으로 제작 및 공법화에 따라 적용하는 방

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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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체를 대상으로 기둥의 휨 위험 단면부에 국부적으로 강섬유 시멘트

모르타르를 적용함으로서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비해 내진성능이 우수한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복합

기둥공법에 관해 제시하였다. 제시된 적용공법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 1개 및 소성힌지구간에 국

부적으로 강섬유 모르타르를 적용한 복합기둥 실험체 2개를 제작하여 일정 축하중 하에서 횡방향 반복하중을 받는 재

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및 강섬유 모르타르는 모두 현장타설되었다. 재하시험 결과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

험체와 비교하여 강섬유 모르타르 적용 철근콘크리트 복합기둥 실험체의 경우 휨 및 전단 균열의 제어에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둥의 횡하중 내력 및 횡방향 변형 능력 향상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강섬유 시멘트 복합체, 내진기둥, 균열제어, 반복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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