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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둥과 코벨, 전단벽과 기둥 그리고 전단벽과 기초 등

의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보통 일체화된 콘크리트 

경계면이 형성된다. 이들 부재들의 전단경간비가 1.0 이

하인 경우 콘크리트 경계면에서는 골재 맞물림(aggregate 

interlock)을 포함한 전단마찰(shear friction)에 의한 전단

하중 전달기구가 형성된다.1) 코벨에서 작용하는 수평하

중 및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에 작용하는 수직 중력하중

은 두 부재의 경계면에서 전단하중 외에 추가적으로 압

축 또는 인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전단 거동을 

하는 부재의 설계는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두 부재의 상

대 미끄러짐 양을 제어하고 전단저항능력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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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전단마찰 철근의 배근이 요구된다.

최근 구조물의 수직 증축에 대한 경량콘크리트(lightweight 

concrete, LWC) 및 방사선의 차폐가 필요한 곳에 적용하

기 위한 중량 콘크리트(heavyweight concrete, HWC) 등의 

콘크리트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경량 

및 중량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부재의 연구는 매우 부족

한 편이다. 특히 두 부재의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직접 전

단마찰은 골재 맞물림 작용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으

므로 골재의 강도 및 강성 특성이 다른 경량 또는 중량 

콘크리트의 직접 전단강도는 보통중량 콘크리트(normal- 

weight concrete, NWC)와는 상당히 다르게 있을 수 있다.3) 

하지만 콘크리트의 전단마찰 설계는 대부분 NWC의 실

험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골재의 특성과 이에 

따른 파괴면에서의 마찰저항 특성이 다른 경량 또는 중

량콘크리트에서의 그 안전성 평가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전단 미끄러짐 및 전단마찰에 의해 그 거동이 결정되

는 부재들의 설계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전단 설계를 기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8, No. 2, pp. 167~176, April, 2016

http://dx.doi.org/10.4334/JKCI.2016.28.2.167

pISSN 1229-5515

eISSN 2234-2842

www.jkci.or.kr

축응력 및 횡보강근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전단마찰내력 평가모델

황용하 1) 
‧ 양근혁 2)*

1)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2)경기대학교 플랜트·건축공학과

Shear Friction Strength Model of Concrete considering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Axial Stresses

Yong-Ha Hwnag1) and Keun-Hyeok Yang2)*

1)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03746, Rep. of Korea
2) Dept. of Plant·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Suwon 16227, Rep. of Korea

ABSTRACT Shear friction strength model of concrete was proposed to explain the direct friction mechanism at the concrete 

interfaces intersecting two structural elements. The model was derived from a mechanism analysis based on the upper-bound theorem 

of concrete plasticity considering the effect of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applied axial loads on the shear strength at concrete 

interfaces. Concrete was modelled as a rigid–perfectly plastic material obeying modified Coulomb failure criteria. To allow the 

influence of concrete type and maximum aggregate size on the effectiveness strength of concrete, the stress-strain models proposed 

by Yang et al. and Hordijk were employed in compression and tension, respectively. From the conversion of these stress-strain 

models into rigidly perfect materials, the effectiveness factor for compression, ratio of effective tensile strength to compressive 

strength and angle of concrete friction were then mathematically generalized. The proposed shear friction strength model was 

compared with 91 push-off specimens compiled from the available literature. Unlike the existing equations or code equations, the 

proposed model possessed an application of diversity against various parameters. As a resul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ratios between experiments and predictions using the present model are 0.95 and 0.15, respectively, indicating a better accuracy and 

less variation than the other equations, regardless of concrete type, the amount of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the magnitude of 

applied axial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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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연구1,4-8)의 전단마찰모델은 

점착력이 마찰력에 비해 작고 전단면에서의 보강설계는 

전단보강철근 및 축력에 의해 지배됨을 나타낸다. 이러

한 접근은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반영하기 보다는 실험연

구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보수적 평가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험 데이터가 비교적 적은 고강도 콘크리트, LWC 

및 HWC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다양한 콘크리트에서 작용 축하중 및 횡보강근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전단 파괴면에서의 전단마찰거

동의 역학적 기구를 고려한 설계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콘크리트(단위용적중량 중

심)에 대해 전단마찰 거동에 의해 지배되는 부재에서 전

단전달 기구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전단마찰내력 평가모

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단파괴면에서의 전단전달 기구

에 대한 횡보강근 및 작용 축응력의 영향은 콘크리트 소

성론의 상계치 이론(upper-bound theorem)9)에 기반하여 

유도하였다. 콘크리트 압축 유효강도 계수는 콘크리트 

단위용적중량의 영향을 고려하는 Yang et al.16)의 응력-변

형률 모델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기존

모델1,4-8) 및 직접전단 실험결과3,10-14)에서 얻은 전단마찰

내력과 비교하였다.

2. 전단마찰에 의한 하중전달 기구

2.1 파괴 메커니즘

Fig. 1에는 전단마찰에 의하여 그 거동이 결정되는 부

재에서의 파괴면을 이상화하여 나타내었다. 콘크리트는 

수정 Coulomb 재료로 가정하여, 완전한 소성재료로 간주

하였다. 파괴면을 경계로 콘크리트 부재는 두 강체의 분

리로 가정될 수 있다.9) 파괴면은 평면 변형률(plane strain)

상태로 간주되며, 파괴면을 경계로 분리된 두 강체는 동

시 회전점(instantaneous centre, IC)에 대해 타 강체로부터 

상대적인 이동 및 회전 변형이 고려될 수 있다.

2.2 상계치 해석(Upper-bound solution)

작용 전단력()에 의한 일(


)은 IC의 수평좌표(


)

를 기준으로 IC와 강체 사이의 상대회전변위()로 부터 산

정한 수직변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작용 축력()에 의한 일(


)은 IC와 강체 사이의 상대

회전변위()로부터 산정한 수평변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2)

여기서 는 파괴면과 상대변위 사이의 각도이며, (-)부호

는 축력의 작용방향과 상대변위의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압축력을 부(+), 인장력을 정(-)

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파괴면에서 전단력 및 작용 축

력과 그에 의한 상대변위에 대한 외부 일(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3)

평면 변형률 상태의 파괴면에서 수정 Coulomb 재료로 

가정된 콘크리트의 변형에 의해 소산된 에너지()는 다

음과 같다.9) 

 




   sin  (4)

여기서   








sin

sin
,  









sin


이며, 



는 콘크리트 압축 유효강도를, 는 유효 압축 강

도계수를,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는 콘크

리트 인장 유효강도를, 는 유효 인장 강도계수를, 는 

콘크리트 인장강도를, 는 콘크리트 마찰각을, 는 두 강

체의 상대변위를, 는 파괴면의 면적을 나타낸다. 

파괴면에서 보강근의 상대변위 ()는 ⋅와 같다

(Fig. 2). 콘크리트의 소성론에서 철근은 완전 소성재료로 

가정되므로 파괴면에서 횡보강근에 의해 소산된 평균 에

너지()는 횡보강근의 인장력과 변위의 곱으로서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9)

 
  



cos   (5)

여기서 는 파괴면과 교차하는 횡보강근의 수를, 

는 경사각도 를 가지는 경우 횡보강근 의 양( 

sin)을, 는 횡보강근 의 단면적을, 은 횡보

강근 의 항복강도를, 는 파괴면과 횡보강근 의 상대Fig. 1 Idealized failure plane of monolithic concret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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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사이의 각도를, 는 횡보강근 의 전단면에 대한 

배근 각도를 나타낸다. 횡보강근이 수평 축에 대해 대

칭적으로 일정한 각도를 갖고 배근되었다면 식 (5)는 

cos 와 같은데, 여기서 는 균열면에 대해 

각도 의 경사를 가진 경우 전체 횡보강근 양을 나타낸

다. 따라서 파괴면에서 콘크리트 및 횡보강근의 변형에 

의해 소산된 전체 에너지(

)는 다음과 같다.9)








   sin cos   (6)

식 (6)에서 두 강체의 상대변위 ()는 cos


 와 같다

(Fig. 1). 상계치 이론에 따르면 외부 일과 내부 일은 평형

조건


  상태에서 부재가 파괴된다고 간주되므로, 

식 (3)과 (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s


  sin 


cos

cos 
tan

 (7)

식 (7)은 콘크리트의 전단마찰에 의한 전단저항은 의 

함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계치 이론의 정리로부터 

콘크리트 전단마찰에 의한 전단내력()은 각 에 대해 

편미분하여


  정리할 수 있으므로, 상대변위 각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sin   



 (8)

2.3 콘크리트 유효강도계수 모델

식 (8)에 나타낸 상대변위 각 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유효강도가 우선 평가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는 수정된 Coulomb 파괴 기준으로부터 
와 

를 갖는 

완전 소성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완

전한 소성 재료가 아닌 취성재료이므로 압축에 대한 유

효계수는 Fig. 3과 같이 실제 응력-변형률 곡선과 완전한 

소성 응력-변형률 곡선에 대한 면적을 같게 하여 결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압축강도 유효계수()와 인장강도 유

효계수()는 각각 식 (9)와 (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9)

 











 

   (10)

여기서, 와 는 콘크리트 압축변형률과 인장변형률을, 

와 는 에 해당하는 압축강도와 에 해당하는 인장

강도를, 와 는 최대압축변형률과 최대인장변형률을 

나타낸다.

콘크리트 압축유효강도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 

응력-변형률 관계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고려한 

다음의 Yang et al.16)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11)

  EXP for  ≤  (12. a)

  EXP for    (12. b)

  


 (13)

 

여기서 는 최대 응력시 변형률을, 는 임의의 변형률 

에 해당하는 응력을, 는 응력-변형률 곡선의 상승 및 

하강구간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 10 MPa)

Fig. 2 Reinforcing bar i intersecting the failure plane

Fig. 3 Equivalent rigid-perfectly plastic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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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참고값이며,  는 콘크리트 단위

용적중량이다. Yang et al.은 콘크리트 단위용적중량 

1,400~4,000 kg/m3 범위의 실험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콘크

리트 탄성계수 및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4)

 EXP    (15)

콘크리트 인장 유효강도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는 다음의 Hordijk16) 모델을 이용하였다.

  for  ≤  (16)

 













 

 



EXP

 



 
EXP












for   (17)

여기서 는 최대 인장응력시 변형률을, 
는 골재 크기 계수를 나타내며, 는 골재 최대 치수를, 

(=25 mm)는 골재크기 참고 값이다. 실험상수 , 는 

Yang3)에 의해 최적화된 값으로 각각 1과 –1을 적용하였

다.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다음과 같다18).

  × ln  (18)

  


 ≤  (19)

인장변형률은 최고 인장응력 후 균열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는 다음과 같다.

   



 (20)

여기서  는 최대 하중에서 균열 변위이며, 

는 콘크리트 파괴에너지이다. 콘크리트 파괴에너지는 

단위용적중량과 골재의 직경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의

해 영향을 받으므로, Sim et al.18)에 의해 제시된 다음 식

을 이용하였다.

 
∞






 
 







 (21)


∞ ln 

  (22)

여기서 
∞는 극한 파괴에너지이며, 는 NWC와 LWC

에서 각각 와 
 ≤ 이며, 실험상수 , 은 

각각 900과 –0.35이다.

압축강도 유효계수()는 Yang et al.15)의 압축 응력-변

형률 모델을 통해 식 (9)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콘크리

트는 완전한 소성재료로 간주되므로 파괴 시 변형률 값

()까지의 완전한 소성 응력-변형률 곡선을 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값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단위

용적중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 하

에서 적절한   값에 대한 실험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Yang et al.1)은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변형률 관계에서 최

대응력 이후 최대응력의 50%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신

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위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값은 최대응력 이후 0.5

에 해당하는 변형률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였

다. 이를 고려하여 식 (9)의 적용 시   값은 최대응력 이

후 0.5에 해당하는 변형률로 정의하여  값을 산정하

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콘크리트 재료 특성중의 하나인 

 값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 20~100 MPa,   = 1,400~ 

4,000 kg/m3의 범위들에서 식 (9)를 이용하여  값을 산

정하였다. 산정된  값들을 각 변수들의 조합을 통하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

이 제시될 수 있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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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강도비(


)는 Yang et al.15)의 압축 응력-변형률 

모델과 Hordijk16)의 인장 응력-변형률 모델을 통해 식 (9)

와 (10)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콘크리트 압축유효강도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  = 20~100 MPa,  = 5~25 mm, 

  = 1,400~4,000 kg/m3의 범위들에서 식 (9)와 식 (10)으

로부터 산정된 


를 결정하고 그 값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었다(Fig. 5).




 





 
 




 







 (24)

2.4 콘크리트 마찰각

순수전단에서 수정된 Coulomb 재료의 미끄러짐 파괴

(Sliding failure) 조건은 다음과 같다(Fig. 6).




  cos (25)

여기서 과 은 순수전단에서의 주응력을, 는 콘크리트 

점착력을 나타낸다. 는 미끄러짐 파괴(Sliding failure) 조

건에서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sin

sin이다.9) 따라서 직접전단마찰에 의한 파괴면에

서 콘크리트의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26)

여기서 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내력이다. 콘크리

트의 마찰각()은 재료의 특성이므로 철근 및 작용 축력

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9). 따라서 식 (4)에 나타낸 

콘크리트만의 소산에너지를 고려하면 식 (7)로부터 콘크

리트 재료만의 전단전달력()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sin  (27)

식 (27)을 식 (26)에 대입하면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cos
cos

 sin
  (28)

식 (28)에서 과 은 


의 함수이다. 따라서 는 임

의의 


값에 대해 비선형 식 (28)의 수치해석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를 0.01~ 

0.06 범위에서 식 (28)을 수치해석을 통해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다(Fig. 7). 그 결과 콘

크리트의 재료특성 중의 하나인 마찰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29)

Nielsen은  값을 콘크리트 강도 및 단위용적중량에 

관계없이 37°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마찰각

은 파괴면의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칠기에 의해 영

향을 받으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단위용적중량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 그리고 경량콘

크리트에서의 파괴면은 골재를 관통하여 형성함으로서 

그 파괴면의 거칠기가 다소 부드럽게 있기 때문이다.9)

2.5 콘크리트 전단마찰내력

이상에서 유도된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전단마찰내

력 평가모델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콘크리트의 전단마

찰내력은 식 (7)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식 (7)의 변수 

과 은 유효강도비(


)와 콘크리트 마찰각()의 함수

이므로 식 (24)와 (29)를 통해 결정된다. 유효압축강도

(
)는 식 (23)의 유효강도계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

()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결정된  ,   및 
을 통해 

파괴면과 상대변위 사이의 각도()가 산출되므로 콘크리

트 마찰설계를 위한 내력을 결정할 수 있다. 식 (7)의 오

른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각각 콘크리트, 

Fig. 6 Mohr’s circle for sliding failure under pure 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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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보강근 및 작용 축력에 의한 전단전달력을 의미한다. 

즉, 전단마찰 기구에 의한 직접 전단력은 파괴면에서의 

횡보강근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압축력이 작용할수록 증

가하며,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그 내력은 감소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3. 기존 제안식과 비교

제시된 콘크리트의 전단마찰내력은 기존 연구자의 모

델 및 설계기준과 함께 총 91개의 직접전단 실험결과
3,10-14)와 비교하였다. 비교된 기존 모델은 Table 1에 요약

Table 1 Summary of proposed equations including the present approach

Researcher Equations Note

ACI 318-111)

 sin cos
     ≤ min  for NWC

     ≤ min  for LWC

   for NWC

   for sand-LWC

   for all-LWC

AASHTO-LRFD4)
   ≤min

For NWC

   MPa,  ,  , 

  MPa

For LWC

   MPa,  ,  , 

  MPa

Shaikh5)
    -

Walraven6)   


 
,  


-

Loov7)
    ≤  -

Mattock8)

 ≥

  ≤min

 ≤

    

For NWC

 ′ ≤ 5.5 MPa,  , 

  MPa

For sand-LWC

  MPa,  ,   

MPa

For all-LWC

  MPa,  ,   

MPa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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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cos 
 tan

  








sin

sin
,  









sin






 





 
 




 







,  












 







  sin








 






sin   






 ,  EXP






 



 






-

Note]  = shear friction strength,  (=sin) = converted area of transverse reinforcement considering the 

inclination,  = area of transverse reinforcement,  = degree of transverse reinforcement to the concrete interface,  = 

modification factor for LWC ,  =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area of shear friction plane,  = cohesion 

of concrete,  = coefficient of friction,   = applied compressive load, (=) = transverse reinforcement ratio, 

 = yield strength of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 effective compressive and tensile strengths, respectively, of 

concrete,   = angle between the relative displacement and failure surface,  = friction angle of concrete,  = 

effectiveness factor for concrete in compression, (=10 MPa) = referenc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 25 mm) 

= reference aggregate size,  = maximum size of aggregate, and = unit weight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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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CI 318-11,1) 미국 도로교통협회의 하중계수설계법

(AASHTO-LRFD)4)의 전단마찰설계와 Shaikh,5) Walraven,6) 

Loov,7) Mattock8)의 전단마찰모델이다. 제시된 모델들과 

비교하기 위한 기존 실험결과들에서 변수의 범위는 가 

16.4~44.4 MPa, 가 1,510~2,651 kg/m3, 횡보강근비( 

)가 0~0.0393, 축응력( )이 -2.8~11.4 MPa

로서 이들의 변수분포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작용 축

응력에서 (-)부호는 인장응력을 의미한다. 변수 분포에서 

HWC를 사용한 실험체와 축하중만 작용하는 실험체는 

없으며, 횡보강근과 함께 축하중이 작용하는 실험체는 8

개이다. 따라서 HWC를 사용한 콘크리트 전단마찰 실험 

및 전단마찰기구에 대한 축력의 영향평가는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의 모델은 다양한 콘크리트

(LWC 및 HWC 포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지만 

유용한 실험자료가 없어서 HWC의 전단내력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단위용적중량을 중심으로 축응력 및 횡보강

근을 고려하여 기존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전단내력의 실

험결과에 대한 예측값의 비(ExpPr)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3에 타나내었다. 또한 전체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ExpPr의 비교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ACI 318-11, Shaikh, Walraven, Mattock은 횡보강

이 배근되어있는 상태에서만 고려된 모델로 횡보강근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이들 모델들

은 전단마찰기구에서 콘크리트의 전단전달력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AASHTO-LRFD, Shaikh, Loov, Mattock는 콘크

리트 종류에 따라 계수를 제시하였는데, HWC에 대한 계

수 값은 명확하지 않다. 

횡보강근과 축력이 없는 실험체에 대해서 AASHTO- 

LRFD는 LWC의 실험결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1.73)

하는데 비해 NWC의 실험결과(= 1.13)는 비교적 잘 일

치하였다. Loov는 콘크리트 종류에 관계없이 실험결과를 

매우 과소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

델은 LWC(= 0.98) 및 NWC(= 1.03) 실험체의  전단

내력과 잘 일치하였다.

횡보강근이 있는 실험체에 대해서 ACI 318-11, AASHTO- 

LRFD, Shaikh, Loov, Mattock에 의한 예측값 대비 실험결

과의 비의 평균값은 LWC 실험체의 경우 각각 1.80, 1.27, 

1.36, 1.34, 1.34이었으며, NWC 실험체의 경우 각각 1.63, 

1.11, 1.09, 1.17, 1.14이었다. 이들 모델들은 횡보강근이 

있는 콘크리트의 전단마찰내력을 NWC에 비해 LWC에서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Walraven 그리고 이 연

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콘크리트 종류에 관계없이 실험결

과와 잘 일치하였다. 횡보강근과 축응력이 있는 실험체

Table 2 Distribution of different parameters in the 91 test data sets

Parameters Distribution


Range (MPa) 15~20 20~30 30~40 40~50

Frequency 4 64 13 10


Range (kg/m3) 1,500~1,800 1,800~2,000 2,000~2,500 2,500~2,615

Frequency 19 9 56 7


Range 0 0.001~0.01 0.01~0.025 0.025~0.04

Frequency 17 23 41 10



Range (MPa) -3~0 0 0~5 5~15

Frequency 4 83 1 3

Table 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predicted shear capacities in the database using different methods

Model

Specimens

(
,  )

Specimens

(
,  )

Specimens

(-3 ≤  (MPa) ≤ 12 ,  )

LWC NWC LWC NWC NWC

         

ACI 318-113) 0 0 0 0 1.80 0.67 1.63 0.35 2.54 2.07

AASHTO-LRFD4) 1.73 0.4 1.13 0.31 1.27 0.21 1.11 0.18 1.44 0.39

Shaikh5) 0 0 0 0 1.36 0.23 1.09 0.17 1.81 1.21

Walraven6) 0 0 0 0 1.03 0.14 1.05 0.14 1.51 0.79

Loov7) 3.39 0.98 3.05 0.79 1.34 0.19 1.17 0.16 1.59 0.82

Mattock8) 0 0 0 0 1.34 0.34 1.14 0.17 1.50 0.25

This study 0.98 0.24 1.03 0.17 0.92 0.06 0.93 0.13 1.09 0.18

Note]   and   indicat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of the ratios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shear capacities(Exp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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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s of measured shear capacities and predictions using differ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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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축응력을 고려하지 않은 ACI 318-11, Shaikh, 

Walraven, Loov의 제안모델들은 실험결과를 과소평가하

였다(각각 = 2.54, 1.81, 1.51, 1.59). AASHTO-LRFD, 

Mattock 식은 횡보강근 및 축응력의 영향을 고려하지만 

실험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각각 = 1.44, 

1.50). 반면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횡보강근과 축력

이 있는 NWC 실험체의 전단내력을 잘 예측하였다(= 

1.09).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콘크리트 

종류, 횡보강근 양 및 작용축력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의 

직접전단내력을 잘 예측하였다(= 0.95, = 0.15).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축응력과 횡보강근을 고려한 다양한 콘

크리트의 전단마찰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

였다. 소성론의 상계치 이론에 기반하여 전단파괴 면에

서의 전단전달 기구에 대한 횡보강근 및 작용 축응력의 

영향을 유도하였다. 제시된 모델과 비교를 위한 기존실험

결과들의 변수는 콘크리트압축강도()가 16.4~44.4 MPa, 

콘크리트단위용적중량()이 1,510~2,651 kg/m3, 횡보강근

비()가 0~0.0393, 축응력()이 –2.8~11.4 MPa의 범위이

다. 제시된 모델은 기존 모델 및 직접전단 실험결과와 비

교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콘크리트 유효압축강도계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단위용적중량의 함수로 제시될 수 있었다. 콘크

리트 유효압축강도와 유효인장강도의 비는 위 콘크

리트 재료특성 외에 골재직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2) 콘크리트 마찰각은 Nielsen의 37° 고정값과 달리 콘

크리트 압축유효강도와 인장유효강도의 비의 함수

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는 콘크리트 강도, 단위용

적중량 및 종류에 따라 파괴면에서의 골재 파괴 등

이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ACI 318-11, Shaikh, Walraven, Mattock은 전단마찰

기구에서 콘크리트의 전단전달력을 무시하였다. 축

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ACI 318-11, Shaikh, Walraven, 

Loov의 제안모델들은 실험결과를 과소평가하였다. 

또한 축응력의 영향을 고려한 AASHTO-LRFD, Mattock 

및 수정 Mattock 식도 축응력이 증가할수록 콘크리

트의 전단마찰내력을 과소평가하였다.

4)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콘크리트 종류, 횡보강

근 양 및 작용 축응력에 관계없이 실험결과와 예측

값의 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0.95와 0.15로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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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다양한 콘크리트에 대해 전단마찰 거동에 의해 지배되는 부재에서 전단전달 기구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전단마찰내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기본식은 횡보강근과 작용 축응력을 고려하여 소성론의 상계

치 이론(Upper-bound theorem)에 기반하여 유도하였다. 콘크리트는 수정 Coulomb 파괴 기준에 의해 완전한 소성 강체로 고려하였

다. 콘크리트 유효강도에서 콘크리트 종류와 최대 골재 크기에 따른 영향을 적용하기 위해 Yang et al.의 압축 응력-변형률 모델

과 CEB-FIP의 인장 응력-변형률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응력-변형률 모델들을 이용한 완전 소성모델로의 변환을 통하여 유효압

축강도계수, 유효강도비 그리고 콘크리트 마찰각을 간단한 식으로 일반화 하였다. 제시된 전단마찰내력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과 함께 91개의 직접전단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콘크리트 종류, 횡보강근 

양 그리고 작용 축응력을 고려하여 전단마찰내력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예측값에 대한 실험값의 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0.95, 0.15로서 기존 식들에 비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전단마찰내력, 상계치 이론, 횡보강근, 축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