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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원자력 구조물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근 

배근량이 많아 최대 57 mm 철근이 과밀하게 배근된다. 이로 

인해 철근 정밀 시공이 매우 어렵고 콘크리트 충전성도 저하

될 우려가 있다. 원자력 구조물은 방사선 유출에 대비하여 

균열폭을 최소화시키고 최종 파괴 유형을 연성적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설계기준강도 420 MPa 철근만 허용되고 있

다.1-4) 550 MPa 고강도철근을 원자력 구조물에 사용할 경우, 

철근 과밀배근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고강도 철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의 성능 검토

가 필요한데, 철근과 콘크리트의 일체거동을 위하여 Fig. 1

의 갈고리 정착의 성능 검증도 요구된다.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5)에서는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600 MPa까지 갈고

리 정착을 허용하고 있으며, KS D3504:20166)은 최대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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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57 mm까지 규정하고 있다. ACI 318-147)에서는 550 

MPa 57 mm 철근의 갈고리 정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갈

고리철근의 정착 연구들은8-12) 모두 지름 36 mm 이하 철근

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으며, 실험적 검증 없이 41, 43, 51, 57

mm 철근의 갈고리 정착이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지름 43

mm 설계기준항복강도 550 MPa 갈고리철근의 정착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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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only 420 MPa reinforcing bars are allowed and, therefore, so many 

large-diameter bars are placed, which results in steel congestion. Consequently, re-bar works are difficult and the quality of RC 

structures may be deteriorated. To solve the steel congestion, 550 MPa bars are necessary. Among many items for verifying structural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with 550 MPa bars, the 43 mm hooked bars are examined in this study. All specimens failed by 

side-face blowout and the side cover explosively spalled at maximum loads. The bar force was initially transferred to the concrete 

primarily by bond along a straight portion. At the one third of maximum load, the bond reached a peak capacity and began to decline, 

while the hook bearing component rose rapidly. At failure, most load was resisted by the hook bearing. For confined specimens with 

hoops, the average value of test-to-prediction ratios by KCI code is 1.45. The modification factor of confining reinforcement which 

was not allowed for larger than 35 mm bars can be applied to 43 mm hooked bars. For specimens with 70 MPa concrete, the average 

value of test-to-prediction ratios by KCI code is 1.0 which is less than the values of the other specimens. The effects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should be reduced. An equation to predict anchorage capacity of hooked bars was developed from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the effects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mbedment length, side cover thickness, and transverse 

reinforcement index.

Keywords : hooked bar, bond, bearing, transverse reinforcement, embedment length, anchorage strength

Fig. 1 Hooked bar in an exterior beam-column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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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현행 갈고리철근의 정착길이 설계식의 바탕이 

되는 Marques와 Jirsa의 연구9)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면파열

파괴를 유도하여 실험하였다. 

2. 선행연구 및 현행 설계기준

갈고리 정착에 관한 연구는 직선 정착 및 이음에 비해 매

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1975년에 Minor와 Jirsa8)는 철근 

지름 16, 22, 29 mm에 굽힘 각도 45°, 90°, 135°, 180° 갈고리 

정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강도는 19~46 MPa이고, 

횡보강철근과 기둥 축하중은 고려되지 않았다. 실험 결과 

[묻힘길이]/[철근지름]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였을 때, 구부

림 각도가 크고 구부림 반경이 작을수록 동일 철근응력에서 

미끄러짐이 크게 나타났다.

Marques와 Jirsa9)는 갈고리철근의 굽힘 각도 90°, 180°, 철

근지름 22, 35 mm, 콘크리트 강도 25~35 MPa, 횡보강철근과 

기둥 축하중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축하

중은 갈고리철근의 정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묻힘길이가 클수록, 그리고 띠철근을 촘촘히 배근

할수록 갈고리철근의 정착강도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정착강도 예측식 식 (1)을 제안하였다. 현행 설계기

준1-5)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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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은 묻힘길이, ′는 4db이고, 은 실제 압축강도이다.

Pinc, Watkins와 Jirsa10)는 90° 각도로 지름 29, 35 mm인 갈

고리철근과 경량콘크리트(25~37 MPa)를 사용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정착강도는 뽑힘파괴 보다는 측면피복의 손실

에 의해 지배되었다. 묻힘길이와 횡보강철근양이 갈고리 정

착강도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08년 Ramirez와 Russell11)는 90° 갈고리를 갖는 지름 19, 

35 mm 철근에 대해 에폭시 도막 유무를 주 변수로 실험하였

다. 콘크리트 강도는 61~114 MPa를 사용하였으며, 축하중

을 고려하지 않고, 횡보강철근을 배근하여 실험하였다. 에

폭시 도막 갈고리철근이 일반 갈고리철근보다 더 낮은 정착

강도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2015년 Kansas 대학교12)에서 337개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실험변수로 철근지름 16, 25, 36 

mm, 굽힘 각도 90°, 180°, 콘크리트 강도 34~103 MPa, 횡보

강철근량을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착길이에 대한 현재 

기준들은 철근 지름과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이 과대평

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횡보강철

근이 없을 경우 식 (2)를, 횡보강철근이 있을 경우 식 (3)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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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  (3)

여기서, 은 보 주철근의 수직방향으로 배근된 횡보강철근 

가닥 수이고, 은 갈고리철근의 개수, 은 횡보강철근의 

단면적이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5)에서는 갈고리 정착길이 설계

식으로 식 (4)를 제공하고 있다. 갈고리 정착에 관한 선행연

구는 모두 지름 36 mm 이하 철근에 대해서만 수행되었기 때

문에, 피복두께에 대한 보정계수 0.7, 횡보강철근에 의한 보

정계수 0.8을 지름 36 mm 초과 철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여기서, 는 철근 도막계수이고 는 경량콘크리트 계수이다. 

는 8와 150 mm중에서 큰 값 이상 이어야한다.

원자력 격납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는 KEPIC SNB1)에서

는 갈고리 정착길이 설계식으로 식 (5)를 사용하고 있다. 정

착길이 산정식에 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설계기준항복

강도가 420 MPa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420 보정계

수를 곱하여 철근 항복강도에 따른 정착길이 증가를 고려하

였다. 원자력 일반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는 KEPIC SNC2)는 

콘크리트구조기준과 동일하다. 

 



(5)

3. 실험계획

현재 설계되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최대 42 MPa,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20 MPa가 사용되

고 있으며, 최대 지름 57 mm 철근이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

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43 mm 갈고리철근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설계기준항복강도 550 MPa를 목표

로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목표 파괴유형은 Marques와 

Jirsa연구9)와 동일하게 측면파열파괴로 설정하였다. 

3.1 실험 변수

2장에서 갈고리 정착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행 설계기준

을 조사한 결과, 갈고리 정착강도의 주요 영향인자는 묻힘

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피복두께, 횡보강철근으로 분석

되었다. 이 주요 영향 인자를 실험변수로 설정하였다. 

현행 설계기준 식 (4)에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550

MPa,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42 MPa를 대입하면 요구 

정착길이 는 20.2 이다. 철근정착길이와 이음길이 설계

식 개발13,14)에 적용된 안전율 0.8을 고려하면 묻힘길이 16 



보-기둥 접합부에 정착된 550 MPa 43 mm 갈고리철근의 거동 � 613

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 550 MPa가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묻힘길이 변수는 10, 13, 16, 20로 설정하

였다.

ACI 352-0215)에 따르면 측면피복두께 3 이상에서는 측

면파열파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소 피

복두께가 40 mm임을 고려하여, 측면피복두께 변수는 1와 

2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측면파열파괴에 대한 횡방

향철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횡보강철근의 유무도 실

험변수에 포함하였다. 횡보강이 없는 실험체는 갈고리철근

이 기둥 띠철근 밖으로 배근된 실험체를 의미한다. 콘크리

트 압축강도는 42 MPa을 기본으로 하며, 정착길이별 1개씩

만 70 MPa를 사용하였다. 측면피복두께 1, 콘크리트압축

강도 42 MPa, 횡보강철근의 영향 없이 묻힘길이만 변수로 

한 실험군을 C1-series로 정의하였다. C1-series와 동일 조건

에 측면피복두께를 2로 설계한 실험체를 C2-series로 정의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갈고리철근을 횡보강철근 안으로 배근

된 실험체를 Conf.-series로, 7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

체를 S70-series로 정의하였다. 실험체별 변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철근에 발현되는 예상강도가 최대 550 MPa를 

상회하도록 실험변수를 구성하였다.

3.2 실험체 설계

Fig. 2는 정착길이 16 실험체의 배근 상세도이다. 기둥 

주철근에 의한 횡구속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주철근

은 모두 갈고리철근 안쪽으로 배치하였다. Fig. 2(a)는 C1-

series로 피복두께 1인 실험체이고,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갈고리철근을 기둥 띠철근 밖으로 배근하

Table 1 Test matrix 

Series Specimens

Embedment 

length

(/)

Side cover 

thickness

(/)

Concrete strength

(MPa)
Hoop**

Predicted strength

by Eq. (7)

(MPa)

C1

D43-L10-C1-S42 10 1 42 X 278

D43-L13-C1-S42 13 1 42 X 377

D43-L16-C1-S42 16 1 42 X 464

D43-L20-C1-S42 20 1 42 X 580

C2

D43-L10-C2-S42 10 2 42 X 290

D43-L13-C2-S42 13 2 42 X 377

D43-L16-C2-S42 16 2 42 X 464

Conf.

D43-L10-C1-S42-C 10 1 42 O 288

D43-L13-C1-S42-C 13 1 42 O 377

D43-L16-C1-S42-C 16 1 42 O 464

S70

D43-L10-C1-S70 10 1 70 X 346

D43-L13-C1-S70 13 1 70 X 463

D43-L16-C1-S70 16 1 70 X 554

*D43-L①-C②-S③-④: ① is the embedded length normalized by the bar diameter; ② is the side cover normalized by the bar 

diameter; ③ is the design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in MPa; ④ refers to the existence of transverse reinforcement.

** “O” means that the hooked bars are placed inside of hoops and “X” means that the hooked bars are placed outside of h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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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specimen (D43-L16-C1-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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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fined specimen (D43-L16-C1-S4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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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deface 2db specimen (D43-L16-C2-S42)

Fig. 2 Details of D43-L16-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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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갈고리철근 정착 구역 이외에는 기둥 띠철근을 정상

적으로 배치하였다. Fig. 2(b)는 Conf.-series로 갈고리철근을 

기둥 띠철근 안쪽으로 배근하여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고려

하였다. Fig. 2(c)는 갈고리철근의 측면 피복두께를 철근 지

름의 2배인 86 mm로 제작한 C2-series 실험체이다. 콘크리

트 압축강도 70 MPa을 실험변수로 한 실험체는 기본실험체

인 Fig. 2(a)와 동일하다.

접합부 전단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ACI 352R-0215)을 바

탕으로 접합부를 설계하였다. 접합부 전단강도 계수는 Type 

1 중간층 모서리 접합부인  를 선택하였으며, 식 (6)에 

따라 접합부 전단강도를 산정하고, 철근 항복 시 요구되는 

접합부 전단력보다 충분히 강하도록 설계하였다. 기둥의 휨

모멘트강도가 보 휨모멘트강도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기둥 

주철근을 배근하였다. 


  (6)

여기서, 는 기둥 유효폭, 는 기둥의 너비이다. 

3.3 가력 및 계측방법

기둥에 보 주철근 2가닥이 갈고리 정착된 형태로 가력장

치도를 구성하였다. 실험의 편의성을 위해 기둥을 눕히고 

보 콘크리트는 타설하지 않았으며, Fig. 3과 같이 보 주철근

에 직접 인장력을 가력하였다. 보 단부 모멘트에 의해 유발

된 인장력을 정착된 갈고리철근에 가력하고 동시에 보 압축

응력블럭에 동일한 압축력이 가해지도록 Fig. 3과 같이 우측 

단부를 강봉으로 연결하였다. 하중은 1,000 kN 용량의 유압

잭을 사용하여 단조가력을 하였다. 가력장치도는, 기둥 축

력이 없는 점과 기둥을 눕혀서 가력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

행 갈고리정착길이 설계식의 바탕이 되는 Marques와 Jirsa연

구9)와 동일하다. 부착과 지압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변

형률 게이지를 갈고리 굽힘이 시작되는 점에 2개 부착하였다. 

또한 하중은 각 유압잭 앞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4. 실험결과

4.1 재료실험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UTM을 이용해 압축강도시험을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체별 실험일 강도는 직선보간을 

통해 산정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철근 인장시험결과 항

복강도 619 MPa, 인장강도 782 MPa, 탄성계수 204,421 MPa

로 계측되었으며,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4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 600 MPa 이상의 고강도 철근임에도 뚜렷한 항복

점과 충분한 항복마루를 갖는 이상적인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였다.

4.2 파괴양상

모든 실험체는 측면피복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측면파열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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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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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괴되었다. 정착된 갈고리철근의 굽힘부에 집중된 지압

력에 의해 굽힘부 측면 피복콘크리트가 폭발적으로 탈락하

며 순간적으로 파괴되었다. 가력 초기에는 갈고리철근 직선

구간의 부착에 의해 작용된 인장력을 지지하였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직선부의 부착력이 상실되고, 이후 갈고리철근 

굽힘부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지지하게 된다. 파괴되는 순간 

굽힘부 지압에 의한 발현 강도는 최대에 도달하게 된다. 파

괴 후 대표적인 모습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측면피복두께

가 1인 C1-series 실험체들은 피복콘크리트가 크게 탈락되

었으며, 횡보강철근이 갈고리를 감싼 Conf.-series 실험체와 

측면피복두께가 2인 C2-series 실험체는 상대적으로 콘크

리트 탈락이 적었다. 

초기 균열은 정착된 갈고리철근의 직선부를 따라 수직으

로 발생하였으며, 압축응력블럭과 갈고리철근 사이의 경사

균열도 다수 발생하였다. 측면피복두께가 1인 실험체들에

서 측면파열파괴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콘크리트 강

도 70 MPa로 제작된 S70-series 실험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정착강도가 향

Table 2 Test results and comparisons with existing models and design codes

Series Specimens
fcm

(MPa)

Predicted strength fp (MPa)
Measured strength fe 

(MPa)

KCI Eq. (7)
Maqrues & 

Jirsa Eq. (1)

Furche & 

Eligehausen Eq. (8)

Kansas Univ.

Eq. (2), (3)
Front Back

C1

D43-L10-C1-S42 44.4 278 250 379 346 297 410

D43-L13-C1-S42 48.4 377 294 396 473 388 500

D43-L16-C1-S42 48.4 464 327 396 595 525 476

D43-L20-C1-S42 48.4 580 370 396 760 582 541

C2

D43-L10-C2-S42 48.4 290 261 659 355 361 445

D43-L13-C2-S42 48.4 377 294 659 473 466 480

D43-L16-C2-S42 48.4 464 327 659 595 577 538

Conf.

D43-L10-C1-S42-C 47.9 288 260 393 779 491 543

D43-L13-C1-S42-C 48.4 377 294 396 830 494 552

D43-L16-C1-S42-C 48.4 464 327 529 949 560 528

S70

D43-L10-C1-S70 69.0 346 312 472 393 315 440

D43-L13-C1-S70 73.1 463 361 486 533 428 445

D43-L16-C1-S70 69.0 554 390 472 659 545 513

*Measured strength fe: Front is the developed strength of hooked bar embedded in front of the specimens; Back is the developed 

strength of hooked bar embedded at the back of the specimens 

(a) D43-L16-C1-S42 (b) D43-L16-C1-S42-C

(c) D43-L16-C1-S70 (d) D43-L16-C2-S42

Fig. 5 Typical specimen failures of D43-L16-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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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지만, [인장강도]/[압축강도] 비율이 저하되고 인장변

형능력이 압축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

가 매우 급격히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4.3 정착강도

실험에서 계측된 철근의 발현강도와 이론식 및 설계식으

로 예측한 강도, 그리고 실험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콘크리트구조기준5)에 의한 예상강도는 식 

(4)를 변형하여 식 (7)로 산정할 수 있다. Kansas 대학교 보고

서12)의 식 (2)와 (3)을 철근 단면적으로 나누면 철근 발현강도

로 표현할 수 있다. 콘크리트용 앵커의 측면파열파괴강도를 

평가하는 Furche와 Eligehausen의 제안식16)은 식 (8)과 같다.

 






 (7)

&




 (8)

여기서, cso는 측면피복두께이다.

Fig. 6에서 설계기준 및 여러 제안식과 계측된 정착강도를 

비교하였다. Fig. 6(a)는 콘트리트구조기준 평가식5)(식 (7))과 

실험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횡보강철근이 배근된 Conf.-

series의 경우 정착강도가 예상강도보다 매우 높게 발현되었

지만, S70-series는 다수 실험체에서 예상강도 보다 낮은 정착

강도가 발현되었다. 콘크리트구조기준의 갈고리정착길이 

설계식5)은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횡보강철근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이의 효과가 과소평가되

고 있다. Fig. 6(b)는 Marques와 Jirsa 평가식9)(식 (1))과 실험

값을 비교한 그래프로, 모든 실험체에서 예상강도보다 높은 

정착강도가 발현되었다. Fig. 6(a)와 마찬가지로 횡보강된 실

험체에서 높은 안전율이 확인되었다. Fig. 6(c)는 Kansas 대학

교 평가식12)(식 (2), (3))과 실험값을 비교한 그래프로,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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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developed bar stresses with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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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이 배근된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가 예상강도보

다 높은 정착강도가 발현되었다. Kansas 대학교의 제안식12)

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의 0.29 제곱을 채택하여, 콘크리트 강

도의 영향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또한 횡보

강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한 강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d)는 Furche와 Eligehausen의 콘크리트용 앵

커 측면파열파괴강도 평가식16)과 실험값을 비교한 것이다. 

식 (8)에서는 묻힘길이가 고려되지 않아 정확한 예측이 불가

능하다. 측면파열파괴로 파괴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콘크리

트용 앵커와 갈고리철근의 정착강도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

다. 갈고리철근은 직선구간의 부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

크리트용 앵커와 달리 묻힘길이가 정착강도에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

실험군별 [실험값]/[예상값] 비율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Table 3에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콘크리트구조기준5)과 비교

에서, 측면피복두께 2인 C2-series [실험값]/[예상값] 비율

의 평균이 1.28로 나타났다. 피복두께에 의한 보정계수 0.7

을 적용하면 [실험값]/[예상값]의 평균이 0.896으로 저하되

어 안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현재 설계기준

과 같이 지름 35 mm 초과 철근에서는 피복두께에 의한 저감

계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보강된 Conf.-

series의 [실험값]/[예상값] 비율은 평균 1.45로 평가되었다. 

횡보강철근에 의한 보정계수 0.8을 적용하면 1.16으로 횡보

강철근이 없는 실험체와 유사한 안전율을 갖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43 mm 갈고리철근에도 횡보강철근에 의한 

저감계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Kansas 대학교 제안식12)을 제외한 3가지 예측값과 실험값

을 비교하면, 횡보강된 Conf.-series가 가장 안전율이 높게 평

가되었다. Kansas 대학교 평가식12)에는 횡보강철근과 콘크

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이 적절히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한 실험체의 [실험값]/[콘크리트

구조기준 예측값]의 비율이 1.0 으로 안전율이 부족하다. 콘

크리트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현행설계기준1-5)은 고강

도 콘크리트에서 안전측이 아니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Kansas대학의 제안식12)

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29 제곱에 비례하므로, 고강

도콘크리트에서도 일반강도 콘크리트에 정착된 갈고리철

근과 유사한 안전율을 갖는다. ACI408 committee 보고서17)

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증가에 비해 인장강도의 

증가가 낮고 파괴에너지(fracture energy) 흡수 능력이 거의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부착강도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

곱근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43 

mm 갈고리철근 정착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4.4 지압 및 부착에 의해 발현된 철근응력 분포

갈고리철근의 응력은 갈고리의 지압과 직선구간의 부착

에 의해 발현된다. 측면파열파괴된 D43-L13-C1-S42 실험체

에서 지압 및 부착에 의한 철근 응력 분포를 Fig. 7에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 F는 실험체 전면에 정착된 갈고리철근이

고, B는 후면에 정착된 갈고리철근이다. 지압에 의해 발현된 

강도는 Fig. 3에 표시한 변형률 게이지에서 계측된 변형률에 

철근 탄성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철근의 전체 응력에서 

지압에서 발현된 응력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를 부착에 의

해 발현된 강도로 하였다.

가력 초기에는 대부분의 응력이 부착에 의해 발현되었으나, 

최대 정착강도의 33%정도에서 부착 기여도가 감소하여 파괴

시에는 대부분의 응력이 갈고리 지압에 의해 발현되었다.

5. 정착강도 평가

4장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강도, 묻힘길이, 

피복두께,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5.1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실

험체끼리 비교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을 평가하였

다. 정착강도는 콘크리트는 
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3

쌍의 실험체를 비교한 결과 a값 평균은 0.09로 나타났다. 

Table 3 Statistic values of test-to-prediction ratios

Series
Statis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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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Average 1.12 1.49 1.19 0.88

COV 16.4% 11.6% 19.0% 17.9%

C2
Average 1.28 1.62 0.73 1.02

COV 10.1% 8.2% 15.7% 11.7%

Conf.
Average 1.45 1.81 1.34 0.62

COV 20.2% 9.6% 5.5% 8.4%

S70
Average 1.00 1.26 0.94 0.86

COV 13.8% 12.0% 18.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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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인장강도에 지배를 받는 부착, 정착, 이음, 전단, 

앵커의 콘크리트 파괴강도에는 전통적으로 a = 0.5를 사용

하고 있으며, 최근 수행된 Kansas 대학교의 연구12)에서는 a

값으로 0.24와 0.29를 제안하였다. 제한된 연구결과로 콘크

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가는 

철근에 비해 굵은 철근에서는 부착과 지압에 의해 유발된 콘

크리트 인장응력이 매우 국부적으로 발생하여 측면파열파

괴가 발생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묻힘길이의 영향

갈고리철근에 발현된 강도를 
로 표준화하여 묻힘

길이에 따른 영향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묻힘길이에 선형

적으로 비례하여 정착강도가 향상되었다.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콘크리트압축강도와 묻힘길이만을 변수로 하는 정착

강도 평가식 (9)이 도출되었다. 

  


  (9)

5.3 측면피복두께의 영향

측면피복두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발현된 정착강도

를 식 (9)로 나눠서 Fig. 9에 나타내었다. 측면피복두께가 증

가할수록 정착강도가 향상되었다.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측면피복두께에 따른 정착강도의 영향계수()를 도출하

였다. 







(10)

5.4 횡보강철근의 영향

횡보강철근의 영향도 측면피복두께 영향과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횡보강철근지수 이 

증가할수록 정착강도가 향상되었으며, 선형 회귀분석을 통

해 횡보강철근에 따른 정착강도의 영향계수()를 도출하

였다. 







(11)

5.5 갈고리철근 정착강도 평가식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묻힘길이의 영향만 고려된 식 (9)에 

측면피복두께와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갈고리철

근 정착강도 평가식을 개발하였다.

Fig. 11에서 식 (12)와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실험값]/[예

측값] 비의 평균이 1.0이며 변동계수 10%로 비교적 정확한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압축강도, 측면피복

두께, 횡보강의 유무에 따른 편향 없이 모든 변수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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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12)

6. 결    론

설계항복강도 550 MPa 43 mm 갈고리철근의 정착 실험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실험체 모두 목표했던 측면파열파괴가 발생하여, 최대

하중에서 측면 피복두께가 급격히 탈락하였다.

2) 가력 초기에는 대부분의 하중을 직선구간의 부착에 의

해 지지하였으나, 최대 하중의 1/3 지점부터 부착에 의

한 기여도가 저감되기 시작하여 최대 하중에서는 대부

분 갈고리 지압에 의해 하중을 지지하였다. 

3) 횡보강철근의 영향이 고려된 Kansas 대학교 평가식12)

을 제외하고, 콘크리트구조기준과 기존 이론식은 횡

보강철근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횡보강철근

이 있는 실험체에서 [실험값]/[콘크리트구조기준 예

측값] 비율의 평균이 1.45였다. 35 mm 초과 철근에 

적용이 금지된 횡보강철근에 대한 보정계수 0.8을 

적용하여도 안전한 갈고리정착이 가능하다.

4) 70 MPa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험값]/[콘크리

트구조기준 예측값]의 비율이 1.0로 다른 경우에 비해 

안전율이 부족하였다. 콘크리트강도의 제곱근에 비례

하는 콘크리트구조기준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안전

측이 아니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영향을 저

감시킬 필요가 있다.

5) 실험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묻힘길

이, 측면피복두께,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고려한 갈고

리철근 정착강도 평가식을 개발하였다. 13개 실험데이

터와 비교한 결과, [실험값] / [예측값] 비 평균이 1.0, 

변동계수가 10%로 매우 정확히 강도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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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항복강도가 420 MPa만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대구경 철근이 과밀 배근되어 정밀시공이 어렵고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과밀배근 해소를 위해 항복강도 550 MPa 철근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550 MPa 고강도철근의 실용화

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검토 항목 중, 철근과 콘크리트 일체 거동을 위해 필요한 43 mm 갈고리철근의 정착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

다. 실험체 모두 목표했던 측면파열파괴가 발생하여, 최대하중에서 측면 피복두께가 급격히 탈락하였다. 가력 초기에는 대부분의 하중

을 직선구간의 부착에 의해 지지하였으나, 최대 하중의 1/3 지점부터 부착에 의한 기여도가 저감되기 시작하여 최대 하중에서는 대부분

갈고리 지압에 의해 하중을 지지하였다. 횡보강철근이 있는 실험체에서 [실험값]/[콘크리트구조기준 예측값] 비율의 평균이 1.45였다. 

35 mm 초과 철근에 적용이 금지된 횡보강철근에 대한 보정계수 0.8을 적용하여도 안전한 갈고리 정착이 가능하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험값]/[콘크리트구조기준 예측값]의 비율이 1.0로 다른 경우에 비해 안전율이 부족하였다. 콘크리트강도의 제곱근

에 비례하는 콘크리트구조기준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안전측이 아니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실험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묻힘길이, 측면피복두께, 횡보강철근의 영향을 고려한 갈고리철근 정착강도 평가식을 

개발하였다. 13개 실험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실험값]/[예측값] 비 평균이 1.0, 변동계수가 10%로 매우 정확히 강도를 예측하였다.

핵심용어 : 갈고리철근, 부착, 지압, 횡보강, 피복두께, 묻힘길이, 정착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