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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힌 후 편 철근의 겹침 이음 및 기계적 이음을 갖는

벽-슬래브 접합부의 반복하중에 대한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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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was recently developed to splice rebars in delayed slab-wall joints in high-rise

building, slurry wall-slab joints, temporary openings, etc. It consists of several couplers and a thin steel plate with shear key. Cyclic

loading tests on slab-wall joints were conducted to verify structural behavior of the joints having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For comparison, joints with Rebend Connection and without splices were also tested. The joints with Steel Plate for Rebar Con-

nection showed typical flexural behavior in the sequence of tension re-bar yielding, sufficient flexural deformation, crushing of

compression concrete, and compression rebar buckling. However, the joints with Rebend Connection had more bond cracks in slabs

faces and spalling in side cover-concrete, even though elastic behavior of the joints was similar to that of the joints with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Consequently, the joints with Rebend Connection had less strengths and deformation capacities than the

joints with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In addition, stiffness of the joints with Rebend Connection degraded more rapidly

than the other joints as cyclic loads were applied. This may be caused by low elastic modulus of re-straightened rebars and re-

straightening of kinked bar. For two types of diameters (13mm and 16mm) and two types of grades (SD300 and SD400) of rebars,

the joints with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had higher strength than nominal strength calculated from actual material prop-

erties. On the contrary, strengths of the joints with Rebend Connection decreased as bar diameter increased and as grade becames

higher. Therefore, Rebend Connection should be used with caution in design and construction.

Keywords : joint, re-bar splice, mechanical splice, cyclic behavior, flexural strength

1. 서 론

골조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코어 선행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바닥구조는 먼저 시공

된 코어 벽체와 일체성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행 코어와 후행 슬래브 접합부의 철근 이음에는 Fig.

1과 같은 굽힌 철근 박스
1)
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

법의 철근 이음은 선행 코어와 바닥구조의 접합부 외에

도, 지하 연속벽과 바닥구조의 접합부, 임시 개구부 등

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철근의 굽힘과 펴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철근은 일반 강재에 비해 강도가 높고

단면의 중심에서보다 표면에서의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소성변형에 의한 가공경화(work hardening), 바우싱거 효

과(bauschinger effect), 시효경화(aging hardening) 현상으

로 조기 항복 발생, 연신율 저하, 탄성계수 저하 등이 발

생될 수 있다.
2-4)

 따라서 설계에서 가정된 접합부의 성능

이 발현되지 않아, 구조물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굽힌 철근을 이용한 기존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다수의 철근 기계적 이음(이하 커플

러)을 얇은 강판에 미리 부착한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

을 개발하였다.
5,6)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은 강판-커플러

-정착철근-정착부(기계적 정착 또는 갈고리 정착)로 구성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 후 커플러에 이음용 철근을

체결하여 접합부를 형성한다. 이 공법은 코어 벽체-바닥

구조 접합부, 지하 연속벽과 바닥구조의 접합부, 임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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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 등 기존 굽힌 철근 박스가 사용되는 부위에 적용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가지 이음방법, 즉 굽힌 후 편 철근의 겹

침이음과 기계적 이음에 따른 벽-슬래브 접합부의 반복

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초고층 건축물의 코어 벽체-슬래브 접합부를 모사하여

실험체를 제작하고 반복하중을 가하여 이음 방법에 따른

강도, 강성저하, 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였다.

2. 소성가공에 따른 철근의 물성 변화

굽힌 후 편 철근의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능한 물

성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철근의 물성변화가

벽-슬래브 접합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철근을 굽힌 후 펴면 소성변형을 겪게 된다. Fig. 3은

한 번의 작업으로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편다고 가정할

때 철근 외부와 내부 표면에 발생되는 응력-변형률 이력

을 살펴본 것이다. 인장을 받는 외부 표면은 초기 굽힘

에 의해 Fig. 3(a) O-a-b 구간의 변형경화를 겪는다. 펴

는 과정에서는 초기 항복강도보다 낮은 하중에서 압축항

복이 발생되고 b-c-d 구간의 소성거동이 발생된다. 이후

인장력을 받으면 가공경화(work hardening)에 의해 항복

점이 et로 상승한다. Fig. 3(b)는 초기 굽힘에 의해 압축

을 받았던 내부 표면의 이력을 나타낸 것으로, 바우싱거

효과(Bauschinger effect)에 의해 항복점이 ec로 하락된다.

이러한 현상이 복합되어 굽힌 후 편 철근이 인장을 받

으면 Fig. 3(c) d-e-f 구간으로 거동한다. 즉, 항복이 일찍

발생하고, 항복점이 불명확해지며, 항복 후 항복마루 없

이 경화가 발생하고, 연신율이 줄어든다.

Fig. 1 Rebend connection
1)

Fig. 2 Assembly of steel plate for re-bar connection

Fig. 3 Stress-strain curve of straighten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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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설계기준
7)
, 표준

8)
, 그리고 표준시방서

9,10)
에서는 굽

힌 후 펴기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실무의 혼선이 야

기되고 있다. 또한 펴기 공정에서 1회에 직선으로 가공

되지 않으므로 반복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철근이 파단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철근

연신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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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경화(aging hardeni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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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벽체-슬래브 접합면의 강성

저하를 유발하고, 사용하중 상태에서 균열 폭을 증대시킨다.

3. 실험 계획 및 실험체 제작

초고층 건축물의 코어 벽체-바닥구조 접합부를 실험체

의 기본 모델로 선정하였다. 바닥구조를 횡력 저항 시스

템으로 가정하여, 슬래브의 두께는 무량판 구조에 많이

사용되는 250 mm로 결정하였다. 벽체 두께는 400 mm로

하여 슬래브에 비해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였다.

실험체 폭은 1 m로 하였다.

실험 변수는 철근 지름, 강종, 이음 방법이며, 기존 굽

힌 철근 박스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D300 강종의

D13철근을 기본 실험체로 하였다. 철근 지름과 강종의

상향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철근 지름은 D16을

추가하고 강종은 SD400을 추가하였다. 실제 구조물에서

는 불가능하지만, 비교를 위하여 D13 철근에 이음이 없

는 실험체도 제작하였다. 같은 강종의 D13과 D16 실험

체들은 유사한 휨강도를 갖도록 설계하여, D13철근은

100 mm 간격으로, D16철근은 150 mm 간격으로 배근하

였다. 콘크리트강도는 슬래브 30 MPa, 벽체 40 MPa로 설

계하여 강도비가 1.4를 넘지 않게 하였다. 총 10개의 접

합부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각 실험체별 변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 실험체별 배근 상세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 상세는 Fig. 4와 같다.

가력은 1,000 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의 편이성을 위하여 Fig. 5와 같이 벽체를 눕히고 슬

Table 1 Test matrix

Specimen ID

Beam bars

Grade
Diameter

and spacing
Anchorage Splice

H-D13-F300

SD300

D13@100

Hook Lap

C-D13-F300 Head Coupler

S-D13-F300 Hook -

H-D16-F300
D16@150

Hook Lap

C-D16-F300 Head Coupler

H-D13-F400

SD400

D13@100

Hook Lap

C-D13-F400 Head Coupler

S-D13-F400 Hook -

H-D16-F400
D16@150

Hook Lap

C-D16-F400 Head Coupler Fig. 4 Details of specimens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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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를 세워서 가력하였다. 가력 이력은 ACI 374.1-05
11)

에 따라, 변위각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첫 가력은 철

근이 탄성 상태에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변위각은 이전

변위각의 1.25배에서 1.5배 사이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동일 변위각을 3회씩 반복하여 가력하였으며, 표준 가력

이력 계획은 Fig. 6과 같다. 가력 속도는 KS B 0802
8)
를

근거로 철근 응력 변화가 15 MPa/sec 이하가 되도록 가

력하였다. 목표 변위각에서 내력이 최대내력의 85% 이

하로 저하될 때를 파괴로 정의하고 가력을 종료하였다.

실험체 제작은 실제 시공과 유사하게, 벽체를 먼저 제

작한 후 슬래브 철근을 연결하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

설하였다. Figs. 7과 8은 각각 굽힌 철근 박스와 철근 이

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제작과정이다. 굽힌

철근을 펴는 방법은 실제 시공 현장과 동일하게 파이프

를 이용하였다. SD300 강종의 D16 철근을 사용한 실험

체 H-D16-F300에서는 상하 7가닥의 철근 중 2가닥씩이

철근을 펴는 도중 Fig. 9와 같이 파단되었다.

4. 실험 결과

4.1 재료시험 결과

슬래브 주철근은 각각 3개씩 인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항복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의 평균을 Table 2에 정리

하였다. 각 철근별 대표적인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10

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는 설계값보다 100 MPa씩 크게

나타났다. H-series는 2장 설명과 같이, 굽힘과 펴기 과정

에서 소성변형을 겪게 되므로 Table 2의 물성과는 상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탄성계수와 항복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5 Test setup (unit: mm)

Fig. 6 Test sequence

Fig. 7 Construction of H-series specimen

Fig. 8 Construction of C-serie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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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는 3주간의 실험기간 중 주 1회 3개씩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는데 재령에 무관하게 유사하였다.

Table 3에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4.2 파괴 양상

벽체의 강성과 강도가 슬래브에 비해 충분히 높기 때

문에, 가력에 따른 손상은 접합면과 슬래브에 집중되었

다. 모든 실험체들은 최초 가력에서 접합면에 휨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슬래브로 휨균열이 진전되었다. 큰

변위에서 접합부에 일부 대각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접

합부 손상은 매우 미미하였다. 슬래브 상하부에는 길이

의 직각방향으로 휨균열만 관찰되었다. Fig. 11은 3.5%

변위각의 3번째 가력 후 측면의 균열을, Fig. 12는 최종

Fig. 9 Rupture of re-bars during straightening (D16 SD300)

Table 2 Summary of coupon tests of re-bars

Grade
Diameter

(mm)

fy
(MPa)

ft
(MPa)

Es

(GPa)

SD300
D13 400.0 569.6 195.5

D16 399.5 569.0 201.5

SD400
D13 502.7 596.7 195.5

D16 504.9 604.4 211.0

Table 3 Summary of cylinder tests of concrete

Specimen Wall (MPa) Slab (MPa)

F300-series 48.5 38.6

F400-series 39.4 30.1

Fig. 10 Stress-strain relations of re-bar coupons

Fig. 11 Observed damage of side surfaces at 3
rd
 cycle of 3.5% drift ratio

Fig. 12 Observed damage afte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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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음이 없는 S-series 실험체들은 가력이 진전됨에 따

라 [인장철근 항복]-[압축 콘크리트 압괴]의 전형적인 휨

거동을 띄었으며, Fig. 12(c)와 같이 충분한 변형 후에 압

축 철근 좌굴로 파괴되었다.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C-series 실험체들은 Fig. 11(b)와 같이 강판의 전

단키를 따라 균열이 형성되었으나, 전단키를 따라 미끄러

지거나 다른 유해한 손상은 발생되지 않았다. C-series 실

험체들은 이음이 없는 실험체와 거의 동일하게 거동하였

으며, Fig. 12(b)와 같이 압축 철근 좌굴로 파괴되었다. 굽

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H-series 실험체들의 초기 거동은

C-series 실험체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겹침 이음부에 발

생된 부착응력에 의해 슬래브의 측면 피복이 Fig. 11(a)

와 같이 다른 실험체들에 비해 조기에 탈락하였으며, Fig.

12(a)와 같이 슬래브 길이 방향과 경사방향으로 다수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Fig. 13 Moment-drift ratio relations of F300-specimens Fig. 14 Moment-drift ratio relations of F400-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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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멘트-변위각 관계

Figs. 13과 14는 접합면에 작용되는 모멘트와 변위각 그

래프이다. 수평 점선은 계측된 재료강도를 반영한 슬래브

공칭 휨강도 Mn,act를 나타낸다. 이음이 없는 실험체와 C-

series 실험체들은 공칭 휨강도를 평균 12% 상회하였으며,

5% 변위각 이상의 충분한 변형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이 높아지고 지름이 커질수록 핀칭현상이

심화되긴 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휨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굽힘 철근 박스를 사용한 H-series 실험체들은 H-

D13-F300 정(+)방향을 제외하고는 공칭 휨강도를 발현하

지 못했으며, 변형능력 또한 이음이 없는 실험체 및 C-

series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H-series에서 휨강도가 낮은

것은 철근의 소성가공에 의해 항복강도와 연성이 저하되

었기
3,4)

 때문으로 판단된다. 겹침 이음부에서 부착응력으

로 인한 피복 콘크리트의 손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C-

series 및 이음 없는 실험체에 비해 변형능력도 저하되었다.

4.4 강성 저하율과 에너지 소산능력

D13 SD300 철근을 이용한 실험체에 대해, 변위각 단

계별 첫 번째 가력 시의 부재강성을 Fig. 15에서 비교하

였다. 강성은 목표 변위각에서 [모멘트]/[변위각]의 비율

로 산정하였다. 세로축은 최초 강성을 기준으로 이후 강

성을 표준화한 것이다.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실험체

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강성

저하가 빨리 발생됨을 알 수 있다. 3.5% 변위각에서 C-

D13-F300 실험체는 초기 강성의 30%를 확보하고 있으

나, H-D13-F300 실험체는 초기 강성의 20%로 저하되었

다. D13-F400, D16-F300, D16-F400의 실험체 쌍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철근의 소성가공에 의해 강

성이 저하되고,
3)
 굽힌 후 편 철근은 완전한 직선을 형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장력을 받으면서 일부 구간이 펴

지므로, 접합부의 강성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D13 SD300 철근을 사용한 실험체들이 소산시킨 에너

지양을 Fig. 16에서 비교하였다. 가로축은 슬래브의 가력

점이 이동한 거리를 누적한 값이고, 세로축은 슬래브가

한 일 즉 소산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음이 없는 실험

체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는 거의 같

은 경향을 보이지만, 이음이 없는 실험체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에 비해 1단계 더 큰 변위각

까지 변형하였기 때문에 10% 더 많은 에너지를 소산시

켰다.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실험체는 다른 두 실험

Table 4 Test results

Specimens
My (kNm) Mn,act

(kNm)

Mpeak (kNm) θ y (%) θpeak (%) θult (%) Wult

(kNm)(-) (+) (-) (+) (-) (+) (-) (+) (-) (+)

H-D13-F300 77.4 100.8

109.6

100.3 111.1 0.53 0.84 2.75 2.72 2.79 4.22 44.1

C-D13-F300 104.1 102.8 127.7 128.4 0.90 0.84 4.49 3.45 7.01 7.01 99.6

S-D13-F300 110.0 106.8 121.7 134.1 1.22 0.98 2.46 6.94 9.91 5.27 111.7

H-D16-F300 57.1 43.5 85.8 71.8 74.3 1.29 0.20 2.72 1.48 3.46 2.52 18.8

C-D16-F300 120.5 109.7 118.7 134.3 137.3 1.39 0.96 4.88 4.92 9.20 10.02 96.2

H-D13-F400 78.9 86.9

134.8

106.8 121.2 0.65 0.85 2.73 4.95 4.15 6.56 57.4

C-D13-F400 117.3 133.4 142.2 140.9 1.32 1.22 6.90 2.00 10.03 9.90 118.0

S-D13-F400 131.0 127.5 137.5 131.7 0.99 0.94 2.72 3.50 6.95 6.92 87.3

H-D16-F400 83.6 N.A.
146.2

101.4 110.0 0.87 N.A. 1.48 5.00 6.95 5.23 35.7

C-D16-F400 N.A. 150.4 142.4 158.1 N.A. 1.35 4.48 3.49 6.94 4.66 53.9

Note: My = measured moment at first yield, Mn,act = nominal moment based on actual material properties, Mpeak = measured peak

moment, θ y = drift ratio at My, θpeak = drift ratio at Mpeak, θult = maximum drift ratio, and Wult = dissipated energy

Fig. 15 Comparison of stiffness degradations of H-D13-F300

and C-D13-F300 Fig. 16 Comparison of dissipated energy of D13-F300-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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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비해 변형능력이 작고 동일 변위에서 강도도 낮기

때문에, 동일 누적 변위에서 소산시킨 에너지도 작았다.

최종적으로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50% 정도의 에너지만 소산시키고 파괴되었다.

4.5 실험 결과 종합

Table 4는 각 실험체별 휨강도, 변위각, 그리고 에너지

소산능력을 정리한 것이다.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실

험체들이 동일 조건의 다른 실험체들에 비해 조기에 항

복하고, 강도, 강성, 에너지 소산능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굽힌 후 편

철근이 일반 철근에 비해 항복강도와 탄성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더불어 굽혀진 철근이 직선으로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인장을 받을 때 이 부분이 펴지며 과정에서 주변

콘크리트에 국부적인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7은 공칭 휨강도 대비 최대 휨강도의 비율을 철

근 지름의 변화에 따라 강종별, 이음 방법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최대 휨강도는 정(+) 부(−) 가력방향의 평균

으로 평가하였다.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할 경우,

강종과 지름의 변화에 무관하게 모두 공칭 휨강도를 상

회하였다. 그러나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할 경우 D13

SD300 철근의 경우만 공칭 휨강도를 확보하였고, 나머지

는 공칭 휨강도에 미달하였다. 특히 철근 강종이 높거나

지름이 굵으면 강도 저하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D16

SD400의 경우 공칭 휨강도의 75%만 발현되었다.

5. 결 론

초고층 건축물의 선행 코어 후행 슬래브 접합부, 지하

연속벽과 바닥구조의 접합부, 임시 개구부 등 신구 콘크

리트 접합부의 철근 이음을 위하여, 다수의 커플러를 전

단키가 있는 얇은 강판에 설치한 철근 이음용 매립 강

판이 최근 개발되었다. 이 공법을 사용한 접합부의 구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벽체-슬래브 접합부에 대한 반

복하중 실험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

는 굽힌 철근 박스를 이용한 접합부와 이음이 없는 접

합부도 함께 실험하였다. 실험 및 분석을 통해 다음 결

론을 얻었다.

1)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접합부는 이음이

없는 접합부와 동일하게 [인장철근 항복]-[충분한 휨

변형]-[압축 콘크리트 압괴] 후 압축 철근의 좌굴로

파괴되어, 설계에서 가정한 충분한 연성 거동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접합부의 경우, 탄성구간

에서는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과 유사하게 거동하

였으나, 측면 피복 콘크리트가 빨리 탈락되었으며

슬래브 상하부면의 겹침이음 구간에 부착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음 없는 실험체 및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에 비해 강

도와 변형능력이 저하되었다.

3) 반복하중에 따른 강성 저하를 비교한 결과, 굽힌 후

편 철근을 겹침이음한 실험체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

행되었다. 굽힌 후 편 철근의 탄성계수는 직선 철

근에 비해 낮고, 완전한 직선으로 펼 수 없기 때문

에 인장력을 받으면서 일부 구간이 펴지므로 접합

부의 강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2종류의 철근 지름(D13, D16)과 강종(SD300, SD400)

에 대해,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적용한 접합부는

공칭 강도를 충분히 상회하였다. 그러나 굽힌 후 편

철근을 사용하면 강종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름이 굵

을수록 휨강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굽힌 후 편 철

근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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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접합부의 철근 이음을 위하여, 다수의 커플러를 전단키가 있는 얇은 강판에 설치한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이 최

근 개발되었다. 이 공법을 사용한 접합부의 구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벽체-슬래브 접합부에 대한 반복하중 실험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굽힌 철근 박스를 이용한 접합부와 이음이 없는 접합부도 함께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접합부는 이음이 없는 접합부와 동일하게 [인장철근 항복]-[충분한 휨변형]-

[압축 콘크리트 압괴] 후 압축 철근의 좌굴로 파괴되었다. 따라서 설계에서 가정한 충분한 연성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굽힌 철근 박스를 사용한 접합부의 경우, 탄성구간에서는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과 유사하게 거동하였으나,

측면 피복 콘크리트가 빨리 탈락되었으며, 슬래브 상하부면의 겹침이음 구간에 부착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다. 최종적으

로 이음 없는 실험체 및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에 비해 강도와 변형능력이 저하되었다. 또한 굽힌 후

편 철근을 겹침이음한 실험체가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굽힌 후

편 철근의 탄성계수는 직선 철근에 비해 낮고, 완전한 직선으로 펼 수 없기 때문에 인장력을 받으면서 일부 구간이 펴

지므로 접합부의 강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종류의 철근 지름(D13, D16)과 강종(SD300, SD400)에 대해, 철근

이음용 매립 강판을 적용한 접합부는 공칭 강도를 충분히 상회하였다. 그러나 굽힌 후 편 철근을 사용하면 강종이 높

을수록 그리고 지름이 굵을수록 휨강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굽힌 후 편 철근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접합부, 철근 이음, 기계적 이음, 반복 거동, 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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