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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깊은 보의 파괴거동과 전단강도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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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lure behaviour of deep beams is largely depend on shear span to effective depth ratio(a/d). For deep beams with a/d

≤1.0, the diagonal splitting of the web and local crushing of concrete near applied loads or supports is the most common failure 

mode. If the beam contains sufficient web reinforcement, area of local crushing will be increased while area of diagonal splitting is 

decreased. When web reinforcement above purpose, web should be reinforced both i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or be 

reinforced in perpendicular direction to diagonal cracks. For deep beams with 1.0<a/d≤2.5, the increment of shear strength by the 

horizontal web reinforcement are hardly expected unless amount of main bars very small that the main bars should be reached 

yielding state when shear failure occurs. In contrast, the vertical web reinforcement prevent the beam from being transferred to tied 

arch mechanism, and as a result th shear strength of beam increase. In this study, formulas based on upper bound theorem of plastic 

theory are proposed to predict the shear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deep beams with a/d≤1.0. Comparisons with other 

experiment results are performed, and good agreement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value by proposed formulas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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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철근콘크리트(RC) 깊은 보는 경간에 비해 부재 높이가 

비교적 높은 보를 총칭하는 것으로 경간과 부재높이의 

비(L/h), 전단경간과 유효높이의 비(a/d),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전단보강철근, 주철근의 양과 정착방법, 지지조건, 

하중의 재하위치 등에 따라 파괴거동이 변화되는 매우 

복잡한 구조부재이다. 이러한 깊은 보의 설계를 위해 각 

나라의 설계기준에서는 모형실험 결과에 근거한 경험적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들 설계기준들은 깊은 보

의 취급범위, 주철근 또는 전단철근의 보강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설계

규정이 상이하게된 주된 원인으로는 그 설계기준이 근거

로 하고 있는 실험조건, 즉 실험에 사용된 공시체의 기하

학적 조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1)

 

깊은 보에 대한 각 나라의 설계규정에 있어서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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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견해 차이로는 첫째, 복부에 배치된 전단철근의 유효

성 여부, 특히 수평철근이 전단강도 증진에 유효한 것으

로 볼 것인지와, 둘째 깊은 보의 주 파괴모드를 복부 콘

크리트의 쪼갬파괴(splitting failure)로 볼 것인지, 아치작

용에 의한 복부 콘크리트 리브의 압축파괴(compression 

or shear sliding failure)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부에 생긴 

균열이 콘크리트의 휨 압축영역에 진전되어 생기는 전단

압축파괴(shear-compression failure)로 볼 것인지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깊은 보에 대한 기존의 실험연구로부터 

얻어진 파괴거동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소성이론을 적용하여 파괴강

도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역학모델을 정의한다. 또한 

정의된 역학모델을 근거로 소성이론의 상계정리(upper 

bound theorem)를 적용하여 a/d가 1이하의 깊은 보에 대

한 전단강도식을 이론적으로 유도한다. 그런 다음 기존

의 실험연구에 의한 파괴하중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이 

제안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684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5권제6호 (2013)

(a) 2.5＜a/d≤6

(b) 1.0＜a/d≤2.5

(c) a/d≤1.0

Fig. 1 Change of failure modes according to shear-span 

to effective depth ratio (a/d) Fig. 2 Tied arch mechanism

2. 깊은 보의 파괴모드와 구조특성

2.1 전단경간과 유효깊이의 비에 따른 영향

전단철근을 갖지 않는 보에서 나타나는 a/d의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파괴모드와 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Fig. 1 참조).

① a/d>6: a/d의 비가 상기 범위의 보는 일반적으로 휨

에 의해 파괴된다.

② 2.5<a/d≤6.0: 전단경간 내에 먼저 휨 균열이 발생

하고, 하중이 보다 증가하면 지점부근에 생긴 휨 

균열의 선단에서 재하점을 향한 사인장균열이 발

생, 이 균열로 인해 보가 두개의 부분으로 분리되

어 파괴된다. 파괴하중은 a/d의 비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지만 사인장균열 발생하중과 거의 같다.

③ 1.0<a/d≤2.5: 복부의 사인장균열은 휨 균열과는 별

도로 생기고, 사인장균열이 발생된 후에도 보는 안

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하중이 증가하면 사인장균

열이 재하점 부근의 압축영역까지 진전, 결국 보는 

휨 압축영역 콘크리트의 연화현상(softening)에 의

해 파괴된다.

④ a/d≤1.0: 최초의 사인장 균열은 재하점과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따라 보의 저면으로부터 

약 d/3의 위치에서 발생하고, 그 후 하중의 증가에 

따라 선행된 균열이 지점과 재하점을 향해 동시에 

진전된다. 파괴는 재하점 아래 또는 지점부근에 위

치한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에 기인한다.

2.2 전단보강철근의 효과

일반적으로 깊은 보의 파괴모드로 취급되는 것이 Fig. 

1의 (b)와 (c)이다. 하지만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b)와 (c)의 파괴거동은 본질적으

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깊은 보의 파괴시의 거동

은 Fig. 2에 나타낸 타이드아치(tied arch)기구로 간략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지만, 1.0<a/d≤2.5의 범위

에서는 복부에 사인장균열이 발생되고 나서야 비로써 타

이드아치 기구로 전이되어 가나, a/d≤1.0의 범위에서는 

보 하연의 휨 균열 발생과 동시에 타이드아치 기구로 전

이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a/d의 값이 작을수록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타이드아치의 거동을 나타내고, 일단 타

이드아치기구로 전환된 다음에는 균열발생으로 인한 더 

이상의 내력의 재분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복부에 배

치된 수평 및 연직 전단철근의 보강효과도 부재에 형성

되는 타이드아치기구의 형성시기, 즉 a/d에 밀접한 관련

이 있다.

2.2.1 1.0<a/d≤2.5의 깊은 보

1.0<a/d≤2.5의 범위에 있는 깊은 보의 파괴시 내하기구

는 수평 및 수직보강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Fig. 3의 

strut-tie model(STM)로 간략화 할 수 있다. Fig. 3(a)는 Fig. 

2의 타이드아치기구를 STM으로 변환시킨 것이고, Fig. 

3(b)는 수평전단철근의 효과를 그리고 Fig. 3(c)는 수직전단

철근의 효과를 각각 반영하기 위한 STM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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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web reinforcements

(b) With horizontal web reinforcement

(c) With vertical web reinforcement

Fig. 3 Strut-tie models for deep beams Fig. 4 Refined model of compression strut in deep beams
4)

Fig. 3(b)의 STM을 보면 수평전단철근이 전단강도 증

진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선행

되는 하중경로가 어떤 것 인지를 고려할 경우 상황은 달

라진다. 콘크리트 스터럿에 의한 하중전달은 특성상 재

하점과 지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진다. 따라서 하중이 가해지면 하부 주인장 타이(T)에 의

한 경로를 통해 우선적으로 하중전달이 이루어지고, 이

러한 상태는 주인장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수평철근(Th)에 의한 하중전달경로는 주 인장

철근이 더 이상 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될 때에 비로소 

형성된다. 

또한 수평전단철근에 의한 하중전달능력은 인장타이

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Fig. 3(b)로부터 인장타이

(Th)의 위치가 보 하연에 위치할수록 하중전달 능력이 향

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Kong
2)
은 모형실험을 통하여 수

평전단철근은 보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수평전단철근이 배치되면 내력의 평형조건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평스터럿(C)의 크기도 Th에 

대응하는 만큼 따라서 커져야 한다. 하지만 수평스터럿

의 크기는 보의 기하학적 제원에 제한을 받으므로 주 인

장철근이 적정하게 배치된 상태에서는 그 크기를 증대시

킬 여유가 그다지 없게 된다. 즉 수평전단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증가는 극히 한정된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Fig. 3(c)의 STM에서는 하중의 일부는 타이

드아치작용에 의해 재하점과 지점을 직접 연결하는 하중

경로(D)를 통하여 전달되고 나머지는 연직타이(Ts)와 경

사스터럿(Ds)으로 구성되는 트러스작용에 의해 전달된다. 

이러한 하중전달기구는 복부에 사인장균열의 발생과 동

시에 이루어진다. 수직전단철근(스터럽)은 보가 사인장 

균열발생과 함께 완전한 타이드아치기구로 전이되는 것

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결과로써 보의 전단강도가 

증가한다. 부재의 파괴는 아치작용과 트러스 작용에 의

한 하중전달이 모두 이루질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즉 둘 

중 어느 한 쪽만 항복상태에 도달해서는 파괴가 일어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직전단철근이 충분히 배치된 경

우에는 모든 하중이 트러스 작용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

우도 발생한다. 트러스 작용에 의한 하중전달은 연직타

이가 항복상태에 도달되거나 또는 경간중앙부의 인장타

이(T)가 항복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작용된다. 

Won
3)
은 STM을 이용하여 수직전단철근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석기법을 제안하였고, 이 범위의 깊은 보는 일

반적인 보 부재와 마찬가지로 수직전단철근의 배치를 통

해 보의 전단강도가 증대되고 그 효과는 전단경간이 길

수록 현저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2.2.2 a/d≤1.0의 깊은 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범위의 깊은 보는 휨 균열

발생과 함께 타이드아치기구에 이미 도입하게 되므로 복

부에 배치된 전단철근으로 인한 파괴시의 내하기구가 변

화하지 않게 된다. 파괴시의 내하기구는 Fig. 3(a)의 STM

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복부에 배치된 전단철

근은 깊은 보의 전단강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Siao
4)
는 Fig. 4에 나타낸 STM을 통해 복부에 배

치된 전단철근의 보강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안하였지만, 이것은 복부에 생긴 사인장 균열이 부재

의 파괴를 지배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실제로 이 범위에 

있는 깊은 보의 경우 사인장 균열이 곧바로 파괴로 이어

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Niwa
5)
는 2차원 비선형FEM해석을 통하여 깊은 보의 

파괴강도는 재하판의 폭에 큰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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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ypical failure mode of deep beams with a/d≤1.0

Fig. 6 Modified coulomb failure criteria for concrete in 

(




)plane, 


=0

Fig. 7 Relative displacement component between two rigid 

blocks

은 a/d의 값이 작을수록 현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Fig. 5에 나타낸 파괴모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다. 즉 이 범위에서의 깊은 보의 파괴는 복부

에 생긴 사인장균열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중점 

및 지점부근의 콘크리트의 연화현상(softening)이 직접적

인 원인이 된다. 재하판의 폭이 작을수록 압축응력의 수

준도 올라가고, 동시에 사인장균열의 성장도 빨라지고 

균열 폭은 더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조건에서 재하

점 또는 지점부근의 콘크리트 압축파괴가 그만큼 더 빨

라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깊은 보의 파괴를 쪼갬파괴

(diagonal splitting failure)라고 부르고 있다. 이 경우 복부

에 배치된 수평 및 연직철근은 사인장균열의 성장을 제

어하는데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들 균열침투로 

인해 재하점과 지점부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되

는 것을 방지하여 전단강도를 증가시킨다. 다만 균열제

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의 복부철근이 

반드시 수평과 연직의 양방향으로 동시에 배치되거나 또

는 사인장균열과 직각을 이루는 절곡철근이 배치되어야 

한다.

3. 전단내력 산정식의 유도

3.1 재료모델링

콘크리트는 강 ․ 완전소성재료이고, 수정쿨롬의 파괴기

준(modified coulomb failure criteria)을 따르는 것으로 가

정한다. 또한 파괴시 구조물은 하나의 평면을 여러 개의 

항복선(yield line)에 의해 분리되는 강체블럭의 집합체로 

이상화한다. 모든 강체블럭은 강체변형(rigid body motion)

을 나타내고. 변형에 의한 내부에너지 밀도는 강체블럭

간의 상대변위를 통해 발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1.1 콘크리트 파괴기준

본 연구에 적용된 수정쿨롬의 파괴기준을 Fig. 6에 평

면응력상태(=0)에 대해 나타내었다. 수정쿨롬의 파괴기

준은 파괴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미끄럼파괴구

간과 연직방향으로 이동하는 분리파괴구간으로 구분된다.

1) 미끄럼파괴(Sliding failure)

미끄럼 파괴는 평면내의 전단응력이 미끄럼저항을 초

과할 때 발생한다. 미끄럼저항력은 점착력()과 내부마찰

각()에 의해 결정된다.

 × tan (1)

여기서 는 전단응력, 는 수직응력(+인장)을 나타낸다.

2) 분리파괴(separation failure) 

분리파괴는 평면내의 인장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 )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 (2)

한편 Fig. 6에 도시된 는 재료상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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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3)

3.1.2 내부에너지의 발산

항복선을 따라 발산하는 콘크리트에 의한 내부에너지 

밀도는 두 강체블럭 사이에 존재하는 폭의 좁은 영역

에 생기는 강체변형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Fig. 7 참조). 

Fig. 7에서 는 두 강체블럭사이의 상대변위로 에 비해 

아주 미소하며, 접선방향인 축으로부터 의 각도를 이

룬다. 따라서 두 강체블럭 사이의 위치한 변위영역에서

의 소성변형률속도(plastic strain rate)는 







sin


 




 



cos (4)

가 되고, 이때 주소성변형률속도는 Mohr-coulomb의 파괴

원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 sin

sin (5)

따라서 단위체적당 내부에너지의 발산량은 다음과 같

이 되고









(6)

항복선을 따라 축 방향으로의 단위길이당 에너지 발

산량  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n-t)평면과 수직방향으로의 부재두께이다.

따라서 Fig. 6에 나타낸 각 구간에서의 내부에너지 밀

도의 발산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1) 선분AB

(8)

2) 점B

점B에서의 응력상태 (, )=( )와 식 (5)의 

주변형률을 식 (7)에 대입하면

(9)

3) 선분BC와 점C

선분BC 구간에서   그리고 점C에서 ′ 의 조

건으로부터 

(10)

3.2 파괴모드의 정의

깊은 보의 전단강도는 앞서 검토된 인자 이외에도 주 

인장철근의 양과 정착방법 그리고 지지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STM만으로는 두 가지 

파괴모드를 동시에 반영하기 힘든 a/d≤1.0의 깊은 보의 

전단강도 산정식을 소성이론의 상계정리를 적용해 유도

한다. 

상기 범위의 깊은 보는 파괴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인

장균열로 인한 복부의 쪼갬현상과 재하판 및 지압판 부

근에서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Fig. 5 참조). 다시 말해, 복부에 

발생되는 사인장응력의 크기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넘으면 사인장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은 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 지점과 재하판을 향해 서서히 진전된다. 하지

만 사인장균열이 지점과 재하점 부근의 압축영역에 도달

하게 되면 균열의 진전은 일단 멈추고, 하중이 보다 증가

하면 압축영역에서의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이 발생한다. 

이 결과로서 사인장균열중 하나가 균열폭이 넓어지면서 

보의 복부가 2개로 분리되는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사인

장균열의 진전속도 및 균열폭은 복부에 배치된 전단철근

에 따라 변하고 압축영역의 범위는 재하판의 폭에 의존

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두 인자에 의해 보의 전단강도가 

변하게 된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a/d≤1.0의 깊은 보의 전단파괴시

의 항복선은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인장균열에 의

한 쪼갬파괴를 나타내는 구간과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에 

의한 미끄럼파괴구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3 전단강도식의 유도

Fig. 8(a)에서 두 개의 강체블럭Ⅰ과 Ⅱ사이의 상대변

위는 쪼갬파괴가 생기는 선BC의 경계면에서는 항복선과 

직각방향으로 상대변위 가 생기고, 미끄럼파괴가 생기

는 선AB와 CD의 경계면을 따라서는 항복선과 의 각도

를 갖는 방향으로 상대변위 가 생긴다. 또한 두 강체블

럭 사이의 상대변위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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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ape of yield line

(b) Detail “A” (c)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isplacements

Fig. 8 Assumed failure mechanism

이러한 파괴기구가 형성될 때 외력에 의한 가상일 


는 다음과 같고,

(12)

또한, 불연속면 AB와 CD를 따라 발산되는 내부에너지 

밀도의 합 

는 

(13)

와 같고, 불연속면 BC를 따라 발산되는 내부에너지 밀도

의 합 


는 다음과 같다.

(14)

전단강도 

는 가상일의 원리(








)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된다.

(15)

여기서, 는 보의 너비, 는 보의 높이, 은 지압판의 길

이, 는 콘크리트의 내부마찰각, ′와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이다. 

식 (15)는 깊은 보가 가진 전단강도의 상한 값을 나타

내는 것으로 를 변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성이론의 

상계정리로부터, 식 (15)의 최소값이 실제의 파괴하중이 

되고, 최소값은 의 조건으로부터 의 값이 다

음을 만족할 때 구해진다.

cot tansec

×





′
′ ×

sin
sin

sin

sin cos × cos (16)

로 두면, 보의 기하학적 조건으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17)

한편, 콘크리트에 소성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콘크

리트가 완전소성재료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감계수()를 사용하여 유효압축강도

( ′)로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깊은 보의 유효압

축강도는 강도(′)뿐만 아니라, 전단경간비(), 지압판

의 크기() 등의 영향을 받는 등의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는 내력산정식에 이미 전단경간비와 지

압판의 크기()가 포함되어져 있기에, 저감계수()는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가정, 다

음 식
3)
에 의해 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
(MPa) (18)

콘크리트의 내부마찰각은 기존의 실험 결과
6,7)

에 의하

면 압축강도에 관계없이 =37°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

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들을 식 (15)와 (16)에 대입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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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ata used for comparison purpose

Researcher Num

Parameters Vanal/Vexp(CV)




  ′ (MPa) ′ (MPa) 


(MPa)  (%)  

min Eqs.(19) ACI

Kong
2)

25 0.35～0.74 0.33～0.67 0.23～0.47 18.6～26.1 2.50～3.05 0.26～6.97 0.52～1.10 0.010～0.223 0.092～0.151 0.90(10.7) 0.59(13.1)

Manuel
8)

4 0.30 0.27 0.07 30.1～35.2 2.85～3.08 0.00 0.97 0.317～0.326 0.326 0.93(4.30) 0.29(6.20)

Ramakrishnan
9)

8 0.31～0.68 0.30～0.62 0.19～0.40 16.4～28.4 1.76～2.55 0.00～0.66 0.13～0.29 0.205～0.261 0.098～0.173 1.39(12.3) 0.83(13.2)

Smith
10)

15 1.00 0.85 0.57 18.0～21.7 2.08～2.42 0.00～4.86 1.93 0.080～0.244 0.191 0.90(8.10) 0.53(4.20)

Subedi
11)

5 0.42～0.46 0.33～0.43 0.13～0.29 22.7～43.2 2.48～3.42 1.50～2.14 0.89～1.48 0.234～0.287 0.123～0.234 0.82(8.50) 0.50(15.5)

Walraven
12)

14 0.93 0.75～0.84 0.60～0.67 13.9～26.4 1.94～2.67 0.00 1.13～1.52 0.173～0.216 0.103～0.109 1.10(13.2) 0.65(16.2)

Niwa
5)

8 0.50 0.40～0.47 0.03～0.37 25.4～54.4 2.62～3.83 0.00 1.76～3.72 0.203～0.349 0.089～0.356 0.81(16.2) 0.36(41.1)

Paiva
13)

8 0.67～1.00 0.62～0.89 0.31～0.44 19.9～35.2 2.32～3.08 0.00～1.68 0.83～2.58 0.271～0.309 0.254～0.310 0.94(14.7) 0.41(15.3)

Tan
14)

10 0.27～0.81 0.25～0.75 0.03～0.53 44.0～58.8 3.45～3.99 0.00～0.59 1.23 0.269～0.317 0.144～0.199 0.89(9.20) 0.42(16.5)

여기서 

(20)

(21)

(22)

식 (22)에서   등의 값은 보의 기하학적 조건이 정

해지면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결국 값은 ′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콘크리트 연화형상에 의한 미

끄럼파괴와 사인장균열에 의한 쪼갬파괴의 비율은 ′

의 값에 따라 구해지고, ′의 값이 클수록 값은 작아져 

미끄럼파괴가 생기는 구간이 보다 늘어나게 된다. 하지

만 보의 기하학적 조건으로부터 의 값은 다음 식에 의

해 제한을 받는다.

(23)

여기서  이다.

이때의 보는 재하점과 지점의 전면을 직선으로 연결하

는 항복면을 따라 미끄럼파괴를 일으키게 되고, 
min

을 

식 (20)에 대입하여 을 구하고, 이 값을 식 (19)에 대입

(단, =0)하면 전단강도의 최대값이 구해진다. 

′는 원주공시체를 이용한 쪼갬실험에서 구해지는 인

장강도이고, 실험값이 없을 때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24)

한편, 복부에 전단보강철근이 배치된 경우에는 전단보

강철근이 저항할 수 있는 인장강도 
를 다음 식을 이용

해 산정한다. 

(25)

여기서,  및 는 수직 및 수평전단철근량(mm
2
),  

및 는 수직 및 수평전단철근의 항복응력(MPa), 는 공

시체의 폭(mm),  및 는 수직 및 수평전단철근의 배

치간격(mm)이다.

′는 식 (24)와 (25)으로부터 구해지는 값 중 큰 값을 

사용한다. 

4.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토

이 제안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a/d≤1.0이하의 깊

은 보에 대한 기존의 타 연구자에 의한 실험 결과로부터 

전단파괴 된 공시체만을 추출하였다. Table 1에 이 연구

에 인용된 실험데이터(총 97개)의 주요제원을 나타내었다. 

Table 1로부터 이 제안식 검증에 사용된 실험데이터는 

a/d≤1.0 범위에 있는 깊은 보의 파괴모드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즉 압축강도( ′), 전단경간비(), 주인장철근

비(), 그리고 복부전단철근비(
) 등에 대해 다양한 값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이 

연구에서 제안된 식 (19)에 의한 전단강도 산정결과와 

ACI Code
15)

에 의한 산정 결과를 각각 Fig. 9에 나타내었

다. 

Fig. 9(a)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된 식 (19)은 a/d≤1.0 

범위에 있는 깊은 보의 전단강도를 전반적으로 잘 예측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제안식은 Ramak-

rishnan
9)
의 공시체에 대해서는 다소 비안전측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험에 적용된 공

시체의 주인장철근비()가 지나치게 작아(0.13∼0.29%) 

보가 충분한 전단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이미 휨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검증

에 적용된 공시체는 전단파괴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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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a) Proposed equation

a/d

(b) ACI’s equation

Fig. 9 Ratio of shear strength predictions to test results 

(Vcal/Vexp)

Fig. 10 Predicted/measured shear strength vs. strength of 

web reinforcement

있지만, 파괴모드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

하였다. 하지만 동일 범위에 있는 깊은 보에 대한 타 연

구가의 실험결과
14)

에 따르면 의하면 가 0.8%이하의 공

시체는 전단파괴보다는 휨파괴가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시체를 제외한다면 본 제안식

에 의한 해석정도(Avg.=0.92, C.V.=14.4%)는 보다 더 높

아지게 된다.

Fig. 10에 이 제안식에 의한 전단강도 예측 결과를 복

부전단철근의 보강정도(
)에 따라 도시하였다. Fig. 10으

로부터 이 제안식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

는 수준의 전단철근이 배치된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부전단철근

의 양에 따라 파괴모드를 변화시킨 이 연구의 접근방법

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복부에 배치

된 전단철근은 콘크리트의 사인장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켜 쪼갬파괴를 일으키는 구간을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a/d≤1.0의 깊은 보에 복부전단철근은 반드시 

수직 및 수평방향의 양방향 또는 사인장균열에 직각을 

이루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직교배근시의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의 각 철근량은 식 (25)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한편, ACI의 전단강도식을 적용한 예측 결과는 전체적

으로 매우 안전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b)). 이러한 주된 원인은 ACI의 산정식이 제한된 기하

학적 조건을 갖는 공시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한 경험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깊은 보에 대한 

ACI의 전단강도식은 일반보에 대한 전단강도식에다 아

치작용을 고려하여 전단경간비에 따라 전단강도를 최대 

2.5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최대전

단강도를 ′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a/d≤

1.0 범위에 있는 깊은 보는 대부분의 상기의 제한조건에 

전단강도가 결정되고, 복부에 배치된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증가는 거의 반영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ACI318-89의 전단강도식을 a/d≤1.0의 깊은 보에 적용하

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깊은 보의 파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소성이론의 상계정리를 이

용하여 a/d가 1이하의 깊은 보에 대한 전단강도식을 이론

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깊은 보의 파괴거동은 전단경간비(a/d)에 따라 변화

하고, a/d≤1.0의 깊은 보는 복부의 쪼갬현상과 하중

점과 재하점 부근에서의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을 동

반하는 파괴모드가 지배적인 파괴모드가 된다. 

2) 1.0<a/d≤2.5의 깊은 보의 경우, 전단파괴시 주인장

철근이 항복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치되

어져 있다면 복부에 배치된 수평철근으로 인한 타

이드아치 기구형성시의 내력증진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수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은 깊은 보가 조

기단계에서 타이드아치기구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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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으로서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3) a/d≤1.0의 깊은 보에 배치된 복부철근은 깊은 보의 

파괴모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목적

으로 복부철근을 배근할 때에는 반드시 수직 및 수

평철근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인장균열에 직

각을 이루도록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 제안식을 이용하면 a/d≤1.0의 깊은 보의 전단강

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휨 거동이 파괴

모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1.0<a/d≤2.5의 범

위까지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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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깊은 보의 파괴거동은 전단경간과 유효깊이의 비(a/d)에 따라 크게 변한다. a/d≤1.0의 깊은 보는 복부의 쪼갬현상과

하중점과 재하점 부근에서의 콘크리트의 연화현상을 동반하는 파괴모드가 지배적인 파괴모드가 되는 것과 복부에 배치된 전단

철근은 보의 파괴모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복부철근을 배근할 때에는 반드시 연직 및 수평철근을 동시

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인장균열에 직각을 이루도록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한편, 1.0<a/d≤2.5의 깊은 보의 경우, 전단파괴시 

주인장철근이 항복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치되어져 있다면 복부에 배치된 수평철근으로 인한 전단강도 증가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직전단철근은 1.0<a/d≤2.5의 깊은 보가 일찍 타이드아치기구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서 전단

강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깊은 보에 대한 기존의 실험연구로부터 얻어진 파괴거동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인자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소성이론을 적용하여 파괴강도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역학모델을 정의하였다.

또한 정의된 역학모델을 근거로 소성이론의 상계정리(upper bound theorem)를 적용하여 a/d가 1이하의 깊은 보에 대한 전단강도

식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전단강도 산정식은 a/d≤1.0의 깊은 보의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핵심용어 : 깊은 보, 파괴모드, 복부철근, 상계정리, 전단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