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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design codes regulate the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equirement for reinforced concrete members to 

prevent their brittle failure. The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specified in the current national code and ACI318-11, 

however, have problems in the minimum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for torsion, the equilibrium condition in space truss model, 

and a marginal strength, etc. Thus, in order to overcome such shortcomings, this study presents a rational equation for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that can provide a sufficient margin of safety in design. The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proposed in this study was compared to the test results available in literature,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gave a proper margin of 

safety for all specimens studi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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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크리트의 재료성

능이 향상되면서 구조부재들은 더욱 세장화되고 있으며, 

최근 비정형적 형상을 갖는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다수 설계 및 건설되고 있다. 부재가 세장화되고 비정형

화 될 수록 비틀림 하중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항강도는 

낮아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틀림에 대한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
1)

 현행 설계기준들
2-6)

에서는 비틀림모멘트를 받

는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 부재의 취성적

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비틀림철근비를 규정하

고 있다.
7-10)

 또한, 균열폭이 과대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비

틀림균열 이후에 충분한 여유강도를 가짐과 동시에 최소한

의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0)

현행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
2)

 및 ACI 318-11
3)
에서는 

RC 부재의 최소비틀림철근량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횡방향 최소비틀림철근량은 폐쇄스터럽에 한하여 

전단철근과 합한 횡철근량이 규정된 최소전단철근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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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종방향 최소비틀림철근량은 

Hsu
11)

 에 의해 수행된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종방향과 

횡방향 비틀림철근비의 합이 부재체적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
2)

 

및 ACI 318-11
3)
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첫째, 종방향 최소비틀림철근비를 산정할 때, 체적비 

1.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횡방향 폐쇄 

스터럽이 길이방향철근비에 비하여 많이 배치되었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음수의 길이방향철

근량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

무 설계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식 (2)

참고). 둘째, 종방향과 횡방향 최소비틀림철근량은 공간

트러스모델
12-14)

의 역학적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하지 못

한다. ACI 318-89
15)

에서 ACI 318-95
16)

로 개정되는 과정

에서 비틀림 설계는 경사휨 이론(skew bending theory)
11)

에 근거한 설계법에서 박벽튜브 이론(thin-walled tube 

theory)
17)

에 근거한 45도 공간트러스모델(space truss analogy)
12)

로 설계법이 변경되었으며, 현행기준식은 종방향 및 횡

방향 철근과 45도 기울기를 같은 콘크리트 압축대 상호

간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었다. 따라서, 횡방향 철

근과 종방향 철근은 균열각()의 함수로 평형관계를 갖

게 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결정된 체적비 1.0%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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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imum shear reinforcement ratios in Codes

Sources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ACI318-11
2)

and KCI-12
3)

min
′





≥




(1)

min



′ 








(2)

CSA-04
4)

min
′




(3)

MC 2010
5) min

′



(4)

EC2
6)*

min
′




sin (5)

*  : the angle between shear reinforcement and the longitudinal

axis (∘≤≤∘)

Fig. 1 Comparison of minimum torsional transverse rein-

forcement in current design codes

하도록 제시된 현행기준의 최소비틀림철근량 산정식은 

공간트러스모델의 역학적 힘의 평형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균열 이후의 적절한 여유강도확보가 어렵

다. Chiu et al.
9)
에 의하면 종방향 철근지수에 대한 횡방

향 철근지수의 비()와 양방향 철근비를 합한 전

체 철근비( )가 균열 이후의 여유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

명한 것과 같이 현행기준식은 1.0% 체적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비틀림균열발생 이후에 여유강도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현행기준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량 산정식을 제안하고자 하였

으며, 비틀림균열강도 산정식을 수정하고 강도여유율계

수()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측의 비틀림설계를 유도하고

자 하였다. 또한, 제안모델에서는 종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의 상대적인 비율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

록 하였다.

2. 기존연구

Table 1에 보이는 현행 ACI318-11
3)
의 최소비틀림철근

비 산정식은 2005년에 개정된 것이며, 횡방향 최소비틀

림철근을 콘크리트 강도의 함수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
2)
은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CSA-04,
4)

 MC 2010,
5)

 EC2
6)

 등의 각국 기준은 최소 

횡방향 비틀림철근량을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함수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ACI318
3)

 및 국내 기준
2)
과는 다르게 종

방향 철근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Fig. 1은 각국의 설계기준식들의 최소 횡방향비틀

림철근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횡방향 철

근비()는 로 산정하였으며, 는 폐쇄스터럽 

한 다리의 단면적(mm
2
), 는 가장 바깥의 횡방향 폐쇄

스터럽 중심선의 둘레(mm), 는 콘크리트 단면에서 외

부 둘레로 둘러싸인 면적(mm
2
), 는 스터럽의 간격이다. 

ACI 318-11,
3)

 국내 설계기준(KCI-12)
2)

 및 CSA-04
4)
는 유

사한 최소비틀림횡철근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MC 2010
5)

과 EC2
6) 

등 유럽기준들은 이들에 비하여 약 1.3배정도 

큰 횡방향철근량을 요구하고 있다. Fig. 1에는 RC 부재의 

공칭 비틀림 강도()가 비틀림 균열강도() 이상이 되

도록 하는 비틀림철근비의 최소값(즉,  )을 나타

내었다. 이때, 공칭 비틀림 강도()와 비틀림 균열 강도

()는 현행 기준
2)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cot (6)

 ′





(7)

으로 각각 산정하였으며, 여기서, 압축대의 경사각()은 

45도로 가정하였고, 는 전단흐름에 의해 닫혀진 단면

적(mm
2
), 는 횡방향 철근의 항복강도(MPa), ′는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MPa), 는 콘크리트 단면의 외부 둘레

길이(mm)이다.  을 만족하기 위한 비틀림 철근량

은 현행 설계기준식들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행

기준식들이 비틀림균열 이후에 충분한 여유강도를 확보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ernardo and 

Lopes
10)

의 연구에서도 현행설계기준들의 최소비틀림철근

량이 비안전측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Ali and White
7)
는 ACI 318

16)
의 최소비틀림 철근비 규

정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종방향 철근량이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공간트러스모델의 평형조건이 만족되지 않

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비틀림 강도()가 측정

된 비틀림균열강도()보다 20% 큰 여유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비틀림철근량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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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primary parameters of torsional 

specimens collected from literature (103 tests)

Fig. 3 Evaluation of torsional cracking strengths

이들은 비틀림과 전단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단응력의 

누적영향(또는 조합작용)을 고려하여
7)

 최종적으로는 강

도여유율계수() 1.0을 사용하였으며, 종방향 및 횡방향 

최소비틀림철근량을 각각

min






′





cot (8)

min



cot


min




(9)

로 제안하였다. 여기서, 은 종방향철근의 항복강도이다. 

Koutchoukali and Belarbi
8)
도 Ghoneim and MacGregor

18)

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식 (7)보다 약 40% 정도 큰 비

틀림균열강도식을 사용하여 강도여유율계수() 1.2를 제

시하였다. 이들은 최소비틀림철근량을 횡방향과 종방향

에 대하여 각각 

min



′





 (10)

min



′








(11)

로 제안하였다. 참고로 이들이 제안한 최소비틀림철근량

은 결과적으로 Ali and White
7)
가 전단응력의 누적영향을 

고려하기 전과 거의 유사하다.

3. 최소비틀림철근비의 제안

3.1 비틀림 균열 강도

선행연구
7,8)

를 바탕으로 RC 부재가 비틀림 하중을 받

을 때, 비틀림균열 이후 최대 비틀림강도()가 비틀림균

열강도()보다 크도록 최소비틀림철근량을 정하되 적

절한 강도여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도

 ≥ (12)

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강도여유계수()는 기존 문헌
8,9,11,19-21)

에서 수집

한 103개의 비틀림 실험체를 바탕으로 비틀림균열 이후

의 충분한 여유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한

다. 수집된 103개 실험체에 대한 주요특성은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다. 

Ali and White
7)
는 ACI318-11

3)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칭

비틀림강도() 산정식은 비교적 정확하고 안전측의 결

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outchoukali 

and Belarbi
8)
 및 Ghoneim and MacGregor

18)
에 따르면 ACI318 

기준
3,16,22)

에서 제시하는 비틀림균열강도() 산정식은 

실제 부재의 비틀림 강도를 30%에서 40% 가량 안전측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칭비틀림강도()가 안

전측으로 평가되면 더 많은 최소비틀림철근량이 필요하

게 되므로 비틀림에 대한 안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

나 비틀림균열강도()를 안전측으로 사용하게 되면, 식 

(12)를 통해 산정되는 최소비틀림철근량이 실제 필요한 

철근량보다 작게 산정될 수 있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수집된 실험체들의 비틀림균열강도

()를 ACI318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틀림균열강도 

평가식(식 7)과 비교하여 평가해 본 결과, 평가식에 비하

여 실험값이 약 1.5배 큰 비틀림균열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틀림 균열 강도()를

 ′





(13)

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식 

(13)에 의한 비틀림 균열강도가 고강도 콘크리트로 제작

된 RC부재 (′≥MPa)의 비틀림균열강도를 다소 과

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통하여 산정된 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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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ed torsional cracking strength-aspect ratio 

relationships
4)

(b) Comparison of torsional strengths of solid and hollow

beams
17)

Fig. 4 Comparison of solid and hollow sections

틀림철근비는 허용가능한 안전측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

다. 또한, Fig. 4(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속빈 단면이나 

단면 형상비()가 큰 경우에는 비틀림균열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Fig. 4(b)에 나타낸 것

과 같이, 일반적인 보강상세를 갖는 RC 부재(저보강된)

에서는 속빈 단면과 속찬 단면 모두 유사한 극한비틀림

강도()를 나타내며 ACI 기준
3)
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극한비틀림강도()에 대해서는 식 (6)

을, 그리고 균열강도에 대해서는 식 (13)을 이용하여 최

소비틀림철근량을 산정함으로써 더 높은 안전율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식 (12)에서 보이는 강도여유계수()를 

적절하게 결정하면, 속빈 단면을 갖는 부재, 단면 형상비

가 큰 부재 및 고강도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부재 등 어떠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안모델은 안전측의 최소비틀림철

근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의 제안

앞서 3.1에서 설명된 배경을 바탕으로 식 (6)과 (13)을 식 

(12)에 대입하면 최소 횡방향 최소비틀림철근량(min
)은

min







′








tan (14)

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힘의 평형조건에 의하여 종

방향 철근량과 횡방향 철근량의 관계를 

  
 

 cot (15)

으로 결정할 수 있다.
14)

 따라서, 식 (15)의 에 식 (14)를 

대입하면, 최소 종방향 비틀림철근비(min
)는

min







′








cot (16)

으로 유도할 수 있다. 횡방향과 종방향의 최소비틀림철

근량을 각각 ()와 로 나누어 철근비()로 나타

내면 각각

min







′







tan (17)

min







′







cot (18)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양방향의 최소 철근비를 더

하여 전체 최소철근비()로 표현하면

min



′






 
cottan  (19)

이 된다. 여기서, tan 는 공간트러스모델의 힘의 평형에 

의하여

tan  





(20)

의 관계를 갖는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적절한 강도여유계수()를 결

정하기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103개의 실험체들을 이용

하였다. 각 실험체들의 비틀림강도()를 식 (13)으로 산

정된 비틀림균열강도()로 나눈 값을 강도안전률

( )로 정의하여 실험체들이 충분한 여유강

도를 확보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강도안전율()은 

기준에서 제시하는 비틀림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를 적

용하여  일 때 충분한 여유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현행 국내설계기준
2)

 및 ACI318- 

11
3)
에 따르면, 비틀림에 대한 강도감소계수는 0.75이므

로, 이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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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erved strength ratios of specimens collected 

from literature

Fig. 6 Proposed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with =1.35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a) Total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versus reinforcement

index ()

(b) Total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versu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Fig. 7 Proposed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

 



≈ (21)

와 같이 여유강도 약 35%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비틀

림철근비를 결정하고자 한다. 

Fig. 2에 나타낸 103개의 실험체들을 대상으로 식 (21)

의 만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Fig.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총 28개 실험체가 여유강도 35%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최소비틀림철근비는 이와 같이 충분한 여유강도를 확보

하지 못한 28개의 실험체에 배치된 비틀림철근량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배치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

체들이 적합한 강도여유율을 갖을 수 있도록 여러 값의 

강도여유계수()를 적용해본 결과 가장 적절한 강도여유

계수()는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식 (19)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최소비틀림철근비()는

min
′







 
cottan  (22)

이 된다. 

Fig. 6은 식 (22)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제안된 최소비틀림철근비를 경계로 35% 이상의 강도

여유를 가진 실험체와 그렇지 않은 실험체가 나뉘는 것

을 볼 수 있다. 즉, 제안된 최소비틀림철근비 이상을 가

진 모든 실험체에서는 35% 이상의 충분한 강도여유율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제안식 (22)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 )의 영향 뿐만 아니라 종방향 철근지수에 대한 횡방

향 철근지수의 비()를 고려하기 때문에(즉, 식 

(20)을 사용하여 압축경사재의 경사각()을 결정)   °

로 고정하여 종방향과 횡방향의 철근비를 동일하게 가정

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안전측의 최소비틀림철근

비를 산정할 수 있다. 

식 (22)에 의해 산정된 최소비틀림철근비는 Fig. 7(a)와 

같이 양방향 철근비가 동일한 경우(=1), 가장 적

은 최소비틀림철근량을 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균열 이후 여유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모델은 Fig.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커짐에 따라 더 큰 최소비틀림

철근량을 요구한다. 식 (22)에 의하여 산정된 최소비틀림

철근비는 양방향 철근비의 총합이기 때문에 한 방향의 

철근비가 결정되면, 다른 방향의 최소비틀림철근비는 별

도의 규정이 없이도 전체요구량에서 공제하여 쉽게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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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i and White’s equation

(b) Koutchoukali and Belarbi’s equation

Fig. 8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s proposed 

other researchers

Fig. 9 Comparison of minimum torsional reinforcement 

ratios by researchers

3.3 기존 최소비틀림철근비와의 비교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기준식들
3-6)

은 모두 

 이 되기 위한 철근비보다 낮은 최소비틀림철근

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앞서 2장에서 소개한 기존 

연구자들의 제안식들
7,8)

은 모두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되었으며, 를 1.0 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 설계기준식들보다 많은 양의 최소비틀림철근을 제

시하고 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소비틀림철근

비에 대한 Ali and White
7)
와 Koutchoukali and Belarbi

8)
의 

제안식은 강도 여유율 35%를 확보하지 못한(즉, 충분한 

강도여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29개의 실험체 중 각각 22

개와 7개의 실험체에 대해서 충분한 비틀림철근이 제공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들의 제안식들이 충분히 안

전측의 최소비틀림철근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낸 기준식들
2-6)

은 이 

두 가지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식보다 적은 최소비틀림철

근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없이도 35% 

이상의 강도 여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량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에는 Ali and White
7)
와 Koutchoukali and Belarbi

8)

의 최소비틀림철근비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최소비틀림

철근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제안모델의 최소비틀림

철근비가 가장 큰 값을 보여주었으며, Ali and White
7)
의 

제안식은 Fig. 1에서  인 경우에서 유도된 비틀림

철근비와 동일한 값을 제공하였다. Koutchoukali and 

Belarbi
8)
의 제안식은 를 45도로 가정하여 유도하였기 때

문에 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의 함수로 표현되며, Ali and White
7)
와 식 (12)의 

중간정도의 철근비를 제공하였다. 또한, Fig. 9에는 ACI 

318-11
3)
에서 제시하는 최소비틀림철근비의 근거가 되는 

체적비 1.0%를 비교의 목적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이를 

만족시키는 전체비틀림철근비()는 낮은 콘크리트 압

축강도를 갖는 부재에서는 최소비틀림철근비를 보수적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 부재일수록 비안

전측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I318
3)
에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의 증가에 따라 최소비틀림철

근량이 증가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횡방향철근량이 큰 

경우에 종방향 최소철근량이 줄어들고 결국 전체 철근비

()는 체적비 1.0%를 근거로 산정되므로 압축강도(′ )

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4. 제안모델의 검증 

Fig. 2에 나타낸 103개의 실험체는 제안식 (22)를 결정

하는데에 직접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Bernardo 

and Lopes
10)

에 의해 수행된 중공단면 콘크리트 보의 비

틀림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최소비

틀림철근비 산정식을 검증하였다. 검증실험체들의 상세

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총 16개의 실험체 중 

과보강된 7개의 실험체들은 압축 스트럿의 압괴와 함께 

취성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실험체들은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9개의 실험체 중 3개의 실험체는 충

분한 비틀림 보강근이 배치되지 않아 취성적으로 파괴되

었다. Bernardo and Lopes
10)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다

수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비 규정은 

실험체들의 적절한 연성거동확보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ACI 318-95
16)

기준만이 가장 적합한 최소비틀림철근 규정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ig. 10은 ACI318-11
3)
과 제안식 (22)로 산정한 최소비

틀림철근비를 대상 실험체들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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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mens for verification of models
10)

Beams


(MPa)



(mm)


(mm)


(mm)


(%)


(%)



(mm)

A-48.4-0.37
(1)

48.4 98 537 547 0.18 0.19 90

A-47.3-0.76 47.3 107 538 531 0.39 0.37 80

A-46.2-1.00 46.2 1109 540 535 0.50 0.49 95

A-54.8-1.31 54.8 104 520 525 0.66 0.65 70

A-53.1-1.68
(2)

53.1 104 528 528 0.85 0.83 80

B-75.6-0.30
(1)

75.6 101 539 544 0.16 0.14 110

B-69.8-0.80 69.8 108 533 534 0.41 0.40 75

B-77.8-1.33
(2)

77.8 109 535 537 0.66 0.67 70

B-79.8-1.78
(2)

79.8 112 523 536 0.89 0.89 75

B-76.4-2.20
(2)

76.4 116 518 518 1.12 1.09 60

C-91.7-0.37
(1)

91.7 97 540 549 0.18 0.19 90

C-94.8-0.76 94.8 100 532 533 0.39 0.37 80

C-91.6-1.29 91.6 103 545 540 0.66 0.63 70

C-91.4-1.71
(2)

91.4 103 546 545 0.85 0.86 80

C-96.7-2.07
(2)

96.7 104 540 543 1.02 1.05 65

C-87.5-2.68
(2)

87.5 104 533 529 1.34 1.34 50

,  : 686 MPa, B : 600 mm, H : 600 mm
(1)

Brittle failure due to insufficient reinforcement
(2)

Brittle failure by crushing of the concrete struts due to 

over-reinforcement

Fig. 10 Evaluation of proposed model and ACI318-11

다만, ACI318-11에 의한 최소비틀림철근비는 종방향과 

횡방향 철근비( )를 각각 산정한 후 더하여 전체 최소

비틀림철근비()를 산정한 것이다. ACI318-11
3)
은 

Bernardo and Lopes
10)

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상

당히 정확하게 최소비틀림철근비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율을 

감안하면, Fig. 10의 결과는 비안전측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제안모델

에 의한 최소비틀림철근비는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안된 비틀림 철근비 이상의 철근이 배치된 실

험체들은 모두 충분한 강도여유율을 나타내었다. 참고로, 

검증에 사용된 실험체들은 중공단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비틀림 균열강도()가 속찬 단면에 비하여 작게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대 비틀

림 강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속찬 단

면에 비하여 속빈 단면을 가진 비틀림 부재는 비틀림 균

열 강도 이후에 강도여유율()을 확보하기가 용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I318-11
3)
에서 제시하는 최소

비틀림철근비 보다 많은 비틀림철근이 배치된 속빈단면

을 갖는 실험체에서 취성적 파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ACI318-11
3)
에 제시된 최소비틀림철근량이 비안전측이라

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이 속찬단면에서는 더 심

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더 많은 실

험체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현행 설계기준들에서는 비틀림 부재의 취성적인 파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비틀림철근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기준 및 ACI318-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은 종방향 최소철근비, 공간트

러스모델의 역학적 평형관계 및 여유강도 확보 등의 측

면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합

리적인 비틀림균열강도 산정식을 도출하였으며 충분한 

강도여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

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식을 기존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검증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 연구에서는 실험체들의 비틀림 균열강도를 바탕

으로 ACI318-11에서 제시한 비틀림 균열강도()

의 1.5배인 비틀림 균열강도를 제시하고, 극한 비틀

림 강도()가 이 균열강도 보다 크도록 최소비틀

림철근비를 제시하였다.

2) 최소비틀림철근비는 35%의 강도안전율()을 가지

도록 결정되었으며, 강도여유계수()는 취성적인 비

틀림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험체 데이터를 근

거로   로 결정하였다.

3) 제안된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은 종방향 철근비

()와 횡방향 철근비()를 합하여 전체 철근비()

로 제시되었으며, 종･횡방향 철근지수의 비()

와 콘크리트 압축강도(′ )의 영향이 고려되도록 하

였다.

4) 제안식에 의한 최소비틀림철근비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며, 종·횡방향 철근지

수의 비()가 1일 때 가장 낮게 산정된다.

5) 이 연구에서 제안한 최소비틀림철근비는 기준식들 

및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최소비틀림철근비에 

비하여 충분한 여유 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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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설계기준들에서는 비틀림모멘트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취성적인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비틀림철근

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기준 및 ACI318-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은 종방향 최소철근비, 공

간트러스모델의 역학적 평형관계 및 여유강도 확보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강도여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비틀림철근비 산정식을 제안하였

다. 또한, 제안식을 기존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제안모델이 모든 대상실험체들의 최소비틀림철근비를 안전측으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최소비틀림철근, 여유 강도, 철근콘크리트, 비틀림 균열 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