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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건설 시장에서는 재료의 고강도화와 시공 기술의 발

전에 따라 장대 및 고층 구조물의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 설

계 기술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

보다 큰 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강도설계법에서 재료

성질에 기반한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한 도로교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1)(Korean Highway Bridge Design Code 

(Limit State Design): 이하 KHBDC)이 도입되었다.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하중, 재료, 기하적 치수를 설계 기본 변수로 

하고 각 변수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안전계수를 확률

론에 기반하여 결정하며, 한계상태는 재료 성질을 기반으로 

정의하여 구조물에 발생한 하중 영향이 한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가를 검증하는 설계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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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설계법에서는 단면의 공칭휨강도 에 강도감소계

수 를 곱하여 설계휨강도 를 산정한다. 이에 반해, 한계

상태설계법에 기반한 KHBDC는 철근콘크리트 휨부재 설계

에 있어서 재료 강도에 재료계수(, )를 곱함으로써 설계

휨강도를 산정한다. 즉,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재료 강도에 

직접 재료계수를 적용하여 설계강도를 산정하므로 이 재료

계수가 부재 설계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는 소요휨강도가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파괴되기 전에 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연성파괴가 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설계기준1), 3-8)에서는 최

대철근비 
max

를 규정하여 연성파괴 및 극한상태에서 충분

한 회전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철근비에 관하여 강도설계법에 기반한 2003년 콘크

리트구조설계기준3)(이하 KCI 2003)과 ACI Building code 

318 19994) (이하 ACI 318-99)에서는 균형철근비 의 75 %를 

최대철근비 
max

로 규정하였다. 균형상태는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 에 도달함과 동시에 철근 인장

변형률이 항복변형률 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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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근비를 균형철근비 라 하고, Fig. 1 (b) 및 (c)의 변형률

과 힘의 관계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즉, Fig. 1 (c)에 도시된 

콘크리트 압축력(C)과 철근 인장력(T)에 대하여 힘의 평형

관계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1)

이때, 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는 철근 기준항

복강도, 는 인장 철근 단면적이며 은 실험 상수로 

 ≤MPa일 경우 0.85이고, 그 이상일 경우 식 (2)의 값을 

사용한다.


 ≥  (2)

또한, Fig. 1(c)의 변형률 관계를 통해 균형상태에서의 중

립축 깊이 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유효깊이이다.

 



 (3)

따라서 식 (1)과 식 (3)을 통해 균형철근비는 다음 식 (4)로 

그리고 최대철근비는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max

 (5)

이와 같이 KCI 2003과 ACI 318-99에서는 균형철근비보

다 작은 철근비를 최대철근비로 규정함으로써 연성을 확실

하게 보장하였다. 그런데 이 최대철근비는 콘크리트 및 철

근의 강도에 따라 변하며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될 

경우 최대철근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시공성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2007년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5)(이하 KCI 2007), 2012년 

콘크리트구조기준6)(이하 KCI 2012) 및 ACI Building code 

318 20027)(이하 ACI 318-02)에서는 Fig. 1(b)에 나타낸 최외

측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에 대한 항으로 최대철근비

를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즉, 부재의 순인장변형률이 휨부재

의 최소 허용변형률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순인

장변형률 는  ≦MPa인 경우 0.004이고,  MPa

인 경우 이다. 최대철근비를 균형철근비의 75 %로 규정

한 KCI 2003 및 ACI 318-99의 순인장변형률은 약 0.00376이

다. KCI 2012에서는 순인장변형률을 기존에 비해 크게 규정

하여 종전 기준에 비해 보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CI 2012 및 ACI 318-02에서는 순인장변형률

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D400 철근의 항복변형률인 0.002

보다 크게 규정함으로써 부재의 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러나 KCI 2012 역시 기존의 KCI 2003에서와 같이 고강도 콘

크리트를 사용할 때 과다한 최대철근량이 산출되며, 이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의 어려움 등 시공성에 대

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KHBDC에서는 식 (6)과 같이

최대 중립축 깊이 
max

를 통해 최대철근비를 간접적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대철근비를 4 %로 제한하여 시공

성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는 모멘트 재분배 후의 계수휨

모멘트와 탄성 휨모멘트 비율이고 는 콘크리트 극한한계

변형률로써 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MPa인 경우 

0.0033이다. 

≦ 
max

 


 (6)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휨 부재를 설계할 경우 KCI 2012

에 비해 최대철근비가 현저히 작아지게 되어 부재 단면이 불

필요하게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Eurocode 28) (이하 EC 2)에서는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

와 관계없이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대철근비를 0.04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EC 2에는 철근 배치의 시공성만을 고려

(a) Cross section (b) Strain in KCI (c) Stress in KCI (d) Strain in KHBDC & 

LSD

(e) Stress in KHBDC & 

LSD

Fig. 1 Distribution of stress an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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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부재의 연성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대철근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한편, 실제 국내 현장의 철근의 재료 강도에 대하여 문헌 

및 국내 현장의 직접실험을 통하여 얻은 철근의 항복강도 시

험 자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김지상 등9)과 백인열 

등10)은 통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우리나

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D400 철근의 실제 강도는 평

균 478.8 MPa로써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비해 약 1.2배 큰 것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KHBDC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얻

어지는 철근 항복강도는 기준항복강도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1)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KS D 3504 (2016)11)에서

는 철근 항복강도의 최대값과 인장강도 최소기준을 제시하

여 개정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근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철근 항복변형률은 

1.3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철근 항복변형률을 반영하여 

최대철근비를 산정하는 KCI 2012의 경우 설계 상황과 실제 

상황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

대철근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철근 항복강도에 대한 매

개변수해석을 수행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철근

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에 따른 극한한계상태에서의 철근 

변형률과 곡률연성도를 산정하여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였

으며, 부재의 연성능력을 확보하고 철근 배치의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대철근비 산정에 대한 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하였다.

2. 각 설계기준별 철근량 제한 규정에 대한 

최대철근비 환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대철근비와 관련된 규정으로

KCI 2003에서는 식 (5)와 같이 철근비 형태로 최대철근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KCI 2012 및 KHBDC에서

는 Fig. 1(b)와 (d)에 각각 나타낸 순인장변형률 및 중립축 깊

이를 통해 최대철근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KCI 2012 및 KHBDC의 최대철근량에 관한 간

접적인 규정을 최대철근비로 환산하였다.

KCI 2012의 최대철근비를 유도하기 위해 Fig. 1(b)의 순인

장변형률 항으로 표현된 변형률 상태에서 중립축 깊이 는 

다음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압축연단에

서 최외측 인장철근 도심까지의 깊이이다. 

 



 (7)

이 식 (7)을 Fig. 1 (c)의 힘의 평형 관계를 나타낸 식 (1)과 

연립하면 최대철근비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식 (8)).


max







 
  (8)

KHBDC의 Fig. 1(e)에서 힘의 평형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

기서, 는 콘크리트 재료계수로서 정상 및 지진 설계상황에

서 각각 0.65와 1.0, 는 철근의 재료계수로서 정상 및 지진 

설계상황에서 각각 0.9와 1.0이며, 는 유효계수이다.

     (9)

KHBDC에서는 ≤ 
max

를 만족하도록 철근을 배치하므

로   
max

일 경우 최대철근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식 (9) 및 

식 (6)을 통해 최대철근비를 다음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max








 



(10)

한편, 최대철근비는 콘크리트 압축파괴 전에 철근의 항을 

유도하는 철근비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립축 깊이 가 

균형상태에서의 중립축 깊이 보다 작게 되는 철근비로 정

의될 수 있다. 한계상태설계법에서는 단면의 설계와 해석을 

위해 재료계수를 적용하므로 Fig. 1(d)의 변형률 상태가 균

형상태가 된다. 즉, Fig. 1(d)를 통해 균형상태에서의 중립축 

깊이 를 산정할 수 있고 이 중립축 깊이가 이론적인 최대 중

립축 깊이 
max

가 된다.


max


 


 (11)

Table 1  Statistical values for whole data set of yield strength

of reinforcing steel (Paik et al., 2011)


(MPa)

Number of 

data

Mean  yield 

strength 

(MPa)




300 696 371.2 1.24

400 925 478.8 1.20

500 47 542.8 1.09

Table 2 Comparison of maximum steel ratio for each provisions

Provisions
ACI 318-99

KCI 2003

ACI 318-08

KCI 2012
EC 2 KHBDC LSD


max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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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Fig. 1 (e)의 힘과 변형률 관계를 정리한 식 (9)에 대입

하면 식 (12)와 같이 이론적인 최대철근비를 나타낼 수 있다

(이하 LSD). 


max









 


 (12)

Table 2에서는 각 설계기준에 의한 철근비 제한에 관한 규

정을 최대철근비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3. 각 설계기준별 최대철근비 매개변수해석

3.1 해석 대상 제원 및 해석 변수

KCI 2003, KCI 2012, KHBDC, EC 2 및 LSD에 의한 최대

철근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 변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철근 항복강도로써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0∼90 MPa이며 철근 항복강도는 

300, 400 및 500 MPa이다. KHBDC 및 LSD의 해석에서는 재

료 강도에 재료계수를 곱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정상 설계상

태를 기준으로 하여  와  를 적용하였다. 또한, 

KCI 2012의 최대철근비 산정을 위한  로 가정하였다.

3.2 각 설계기준 별 최대철근비 해석 결과

Table 3은 각 설계기준에 따른 최대철근비에 대한 해석 결

과를 정리한 것이고, Fig. 2에서는 각 철근의 항복강도별 콘

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최대철근비 매개변수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와 같이 KCI 2003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KCI 2012의 최대철근비에 비해  MPa

인 경우 약 6 %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나  MPa인 경

우 약 5 %,  MPa인 경우에서는 약 1 % 과소 평가 되

었다. 이는 KCI 2003의 최대철근비에 해당하는 순인장변형

률은 약 0.00376으로 KCI 2012의 0.004에 비해 작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특히,  인 경우   MPa일때 KCI 

2012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철근강도에 따라 각각 0.0372, 

0.0279 및 0.0195로써 KCI 2003의 최대철근비는 KCI 2012의 

결과에 비해 항상 과대평가되지만, 이 연구에서와 같이 

 인 경우에서는 철근의 항복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는 작아져 두 값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KCI 2003 및 KCI 2012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최대 7.8～8.3%

로써 실제 이러한 최대철근비를 갖는 경우 철근 배근에 상당

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KHBDC의 최대철근비는 강도

설계법에 기반한 KCI 2003 및 KCI 2012 최대철근비의 각각 

약 23∼67% 및 약 27∼74% 수준으로 과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LSD 최

대철근비의 약 27∼68%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KHBDC는 

다른 설계기준에 비해 최대철근비를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HBDC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라 

콘크리트의 극한한계변형률이 변하고, 중립축 깊이 역시 

0.4d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순인장변형률

은 약 0.0025～0.0085로써 특히,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클 경

우 다른 설계기준에 비하여 큰 순인장변형률을 사용하게 되

Table 3 Maximum steel ratio according t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and steel yield strength

 

(MPa)

Maximum steel ratio, 
max

=300 (MPa) =400 (MPa) =500 (MPa)

KCI  

2003

KCI  

2012
KHBDC EC 2 LSD

KCI  

2003

KCI  

2012
KHBDC EC 2 LSD

KCI  

2003

KCI  

2012
KHBDC EC 2 LSD

30 
0.0355 0.0335 0.0196 0.04 0.0349 0.0240 0.0251 0.0147 0.04 0.0238 0.0174 0.0176 0.0118 0.04 0.0175 

(1.02) (0.96) (0.56) (1.15) (1.00) (1.01) (1.05) (0.62) (1.68) (1.00) (1.00) (1.00) (0.67) (2.28) (1.00) 

40
0.0434 0.0409 0.0262 0.04 0.0465 0.0293 0.0307 0.0196 0.04 0.0318 0.0213 0.0215 0.0157 0.04 0.0234 

(0.93) (0.88) (0.56) (0.86) (1.00) (0.92) (0.97) (0.62) (1.26) (1.00) (0.91) (0.92) (0.67) (1.71) (1.00) 

50
0.0493 0.0465 0.0295 0.04 0.0561 0.0333 0.0349 0.0221 0.04 0.0383 0.0242 0.0244 0.0177 0.04 0.0281 

(0.88) (0.83) (0.53) (0.71) (1.00) (0.87) (0.91) (0.58) (1.04) (1.00) (0.86) (0.87) (0.63) (1.42) (1.00) 

60
0.0553 0.0521 0.0300 0.04 0.0616 0.0373 0.0391 0.0225 0.04 0.0419 0.0271 0.0273 0.0180 0.04 0.0307 

(0.90) (0.85) (0.49) (0.65) (1.00) (0.89) (0.93) (0.54) (0.95) (1.00) (0.88) (0.89) (0.59) (1.30) (1.00) 

70
0.0645 0.0608 0.0297 0.04 0.0662 0.0435 0.0456 0.0222 0.04 0.0450 0.0316 0.0319 0.0178 0.0400 0.0329 

(0.97) (0.92) (0.45) (0.60) (1.00) (0.97) (1.01) (0.49) (0.89) (1.00) (0.96) (0.97) (0.54) (1.22) (1.00) 

80
0.0737 0.0695 0.0288 0.04 0.0704 0.0497 0.0521 0.0216 0.04 0.0477 0.0362 0.0365 0.0173 0.0400 0.0348 

(1.05) (0.99) (0.41) (0.57) (1.00) (1.04) (1.09) (0.45) (0.84) (1.00) (1.04) (1.05) (0.50) (1.15) (1.00) 

90
0.0829 0.0781 0.0270 0.04 0.0733 0.0559 0.0586 0.0202 0.04 0.0496 0.0407 0.0410 0.0162 0.0400 0.0361 

(1.13) (1.07) (0.37) (0.55) (1.00) (1.13) (1.18) (0.41) (0.81) (1.00) (1.13) (1.13) (0.45) (1.11) (1.00) 

( ) : ratio of each design provision’s value to value in 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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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최대철근비는 과소 평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철

근비를 낮게 제한함으로써 부재의 연성을 확보하는데 유리

하나, 소요 휨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면이 증가하여 

자중이 증가되거나 압축 철근이 필요하게 되어 휨설계에 있

어 비경제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C 2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고정값 4 %로 KHBDC에 의한 

최대철근비와 비교할 때 항상 과대 평가되었고, KCI 2012 

및 LSD에 비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과소 혹은 

과대 평가되었다.  MPa이고  ≤ MPa인 경우, 

 MPa이고  ≤MPa인 경우, 그리고  MPa

이며  ≤MPa인 경우에서는 다른 설계기준에 비하여 

철근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설계기준에 의

한 해석에 따를 경우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LSD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MPa이고 

 ≥MPa일 경우 KCI 2003의 최대철근비에 비하여 약 2∼

13% 과소 평가되고,     MPa인 경우에는 약 2∼

14% 과대 평가되었다. 또한, KCI 2012 최대철근비에 비해서

는 약 4∼25% 과대 평가되었다. 이는 KCI 2003과 KCI 2012

에서는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순인장변형률을 0.00375, 

0.004 혹은 으로 항복변형률보다 큰 값으로 반영하는데 

반해, LSD에서는 와 같이 항복변형률에 재료계수를 곱

하여 항복변형률보다 작은 값을 순인장변형률로 반영하므

로 순인장변형률이 KCI 2003 및 KCI 2012에 비해 작게 반영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SD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KCI 

2003 및 KCI 2012의 값과 유사한 값으로 산정되었다. LSD 

해석 결과 
max

 이내로써 이는 KCI 2012의 해석 결과

인 
max

와 마찬가지로 일정 강도 범위의 콘크리트 및 

철근의 조합의 경우 과다한 최대철근비가 산정되어 실제 철

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Fig. 2의 최대철근비의 매개변수해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KCI 2003 및 KCI 2012에서는 ≅MPa에서 최대철

근비에 대한 기울기가 변하는데, 이는 등가직사각형 블록의 

깊이비 계수에 해당하는 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KHBDC와 LSD에 의한 최대철근비의 기울기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변화에 따른 극한한계변형률과 합력 무차원 계

수의 영향으로 비선형 형태를 나타내었다.

KCI 2003, KCI 2012 및 LSD에서는  ≦MPa인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철근비도 증가하여 4 

% 이상의 최대철근비가 산정되었다. 과다한 철근비는 실제 

철근 배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와 철근 강도

의 조합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HBDC에서는 KCI 2012와 LSD에 비하여 낮은 최대철근비

가 산정되어 부재의 연성 및 시공성이 확보되고 있다. 그러

나 KHBDC의 최대철근비를 통해 휨설계를 할 경우 KCI 

2012 및 LSD에 의한 설계에 비하여 단면이 증가하거나 압축 

철근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MPa이고  MPa인 경우 KCI 2003, KCI 2012 

및 LSD의 최대철근비는 각각 0.0333, 0.0349 및 0.0383인 반

면, KHBDC의 최대철근비는 0.0221이다. 따라서 동일한 설

계휨강도를 얻기 위해서 KHBDC의 최대철근비가 배근된 

단면은 다른 단면에 비해 증가되거나, 복철근 보로 설계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 % 이하의 철근비는 실제 철

근 배근의 시공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KCI 2012 

및 LSD의 최대철근비인 약 3.5～3.8%의 철근비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단면을 감소시키고 부재 단면을 단순화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4. 철근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에 의한

설계 안전성

4.1 철근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에 따른 철근 변형률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는 설계 

항복강도에 비하여 약 8.5～23.6% 크게 측정된다. 또한, 

KHBDC에서는 철근의 실험 강도를 설계 항복강도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KHBDC 및 KCI 2012에 의해 

철근의 설계 항복강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최대철근비가 배

근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에서의 항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에 의해 

산정된 최대철근비로 배근된 부재의 철근 변형률을 해석하

여 철근의 항복 유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m(폭×유효깊이)인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였다. 철근은 2열 배근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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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sponding maximum steel ratio according t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and steel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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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25 mm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철근의 설계기

준 항복강도는 400 MPa이고,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이의 1.2 

및 1.3배에 해당하는 480 MPa 및 520 MPa의 항복강도에 대

한 철근 변형률을 산정하였다.

Table 4에서는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를 적용한 극한한계

상태에서의 철근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와 같이 

KCI 2012의 경우  MPa이고  ≤MPa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 영역에서 콘크리트의 극한한계변형률에 이르

기 전에 철근이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CI 2012

에서는 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을 0.004 혹은 로 철근의 충

분한 연성을 보장하여 최대철근비를 산정하고 있어 설계 강

도보다 큰 철근의 실제 강도를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HBDC의 경우 모든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에 대하여 콘

크리트 압축파괴 전에 철근의 항복이 발생하였다. KHBDC

의 경우 제한된 중립축 깊이(0.4d)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극한한계변형률의 변화에 따라 순인장변형률이 약 

0.0025에서 0.0085까지 변하여 KCI 2012의 순인장변형률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설계기준에 비해 철근의 

연성 능력을 크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C 2의 최대철근비를 갖는 경우에는  MPa이고 

 ≤ MPa인 경우,  MPa이고  ≤ MPa인 경

우 및  MPa이고  ≤ MPa인 경우에는 철근 항복 

전에 콘크리트 변형률이 극한한계변형률에 도달하여 콘크

리트 압축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C 2의 

경우 콘크리트와 철근의 강도에 관계없이 최대철근비를 4 

%로 규정하고 있어 강도에 따른 최대철근비를 반영하지 못

하므로  ≤ MPa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다른 설계

기준에 비해 최대철근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취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LSD의 경우 설계 항복강도의 1.2배에 해당하는 실제 항

복강도가 작용할 경우에는 전 강도에 대해서 철근이 먼저 항

복하였다. 그리고  MPa이고  ≧MPa인 경우 콘

크리트 극한한계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철근은 항복하여 

연성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 

항복강도의 1.3배에 해당하는 항복강도가 작용할 경우 

 ≦MPa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LSD에서는 

재료계수가 반영된 항복변형률  의 항으로 최대철근비

를 반영하므로 철근의 설계 강도에 비하여 실제 강도가 증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항복변형률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극한한계상태에서 변형률에 

대한 해석결과 철근의 실제 강도에 대한 철근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콘크리트 압축파괴 전에 철근

이 항복하도록 하는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최대철근비의 

기본 배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재의 취성파괴를 유도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에서는 LSD에 의한 지진상태 설계에서(


) 

최대철근비와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에 따른 철근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이때, 철근의  MPa이다. Table 5에서와 

같이 지진상태 설계에서 철근의 실제 강도가 증가함으로써 

철근은 전 영역에서 항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에 따른 영향은 지

Table 4 Strain for concrete and steel at ultimate limited state 

 

(MPa)

Steel strain at ultimate state, 

=400 (MPa)

( = 0.002)

=480 (MPa)

( = 0.0024)

=520 (MPa)

( = 0.0026)

KCI

2012
KHBDC EC2 LSD

KCI

2012
KHBDC EC2 LSD

KCI

2012
KHBDC EC2 LSD

30
0.0035 0.0081 0.0017 0.0037 0.0024 0.0062 0.0017 0.0026 0.0024 0.0055 0.0017 0.0025 

(0.95) (2.19) (0.46) (1.00) (0.92) (2.38) (0.65) (1.00) (0.96) (2.20) (0.68) (1.00) 

40
0.0041 0.0081 0.0023 0.0037 0.0029 0.0062 0.0017 0.0026 0.0021 0.0055 0.0017 0.0020 

(1.11) (2.19) (0.62) (1.00) (1.12) (2.38) (0.65) (1.00) (1.05) (2.75) (0.85) (1.00) 

50
0.0048 0.0090 0.0035 0.0038 0.0035 0.0069 0.0024 0.0027 0.0030 0.0062 0.0017 0.0017 

(1.26) (2.37) (0.92) (1.00) (1.30) (2.56) (0.89) (1.00) (1.76) (3.65) (1.00) (1.00) 

60
0.0054 0.0107 0.0047 0.0043 0.0040 0.0084 0.0034 0.0031 0.0034 0.0075 0.0029 0.0016 

(1.26) (2.49) (1.09) (1.00) (1.29) (2.71) (1.10) (1.00) (2.13) (4.69) (1.81) (1.00) 

70
0.0054 0.0126 0.0057 0.0047 0.0040 0.0100 0.0042 0.0034 0.0034 0.0090 0.0037 0.0029 

(1.15) (2.68) (1.21) (1.00) (1.18) (2.94) (1.24) (1.00) (1.17) (3.10) (1.28) (1.00) 

80
0.0054 0.0147 0.0066 0.0051 0.0040 0.0118 0.0050 0.0037 0.0034 0.0106 0.0044 0.0032 

(1.06) (2.88) (1.29) (1.00) (1.08) (3.19) (1.35) (1.00) (1.06) (3.31) (1.38) (1.00) 

90
0.0054 0.0173 0.0074 0.0054 0.0040 0.0140 0.0057 0.0041 0.0034 0.0127 0.0050 0.0035 

(1.00) (3.20) (1.37) (1.00) (0.98) (3.41) (1.39) (1.00) (0.97) (3.63) (1.43) (1.00) 

( ) : ratio of each design provision’s steel strain to steel strain in LSD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최대철근비에 대한 고찰: 단철근 직사각형보를 중심으로 � 185

진상태 설계에서 정상상태 설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

다. 따라서 철근의 설계 항복강도와 실제 항복강도 사이의 

차이에 의해 설계 최대철근비를 만족하더라도 실제 구조물

은 파괴시에 철근이 항복하지 않아 취성파괴를 보일 수 있

다. 특히, 연성거동이 중요한 부재나 철근량이 많은 경우 및 지

진하중과 같이 극단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철근량 결정 및 

재료의 품질 관리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최대철근비를 갖는 단면의 곡률연성도

이 절에서는 최대철근비가 배근되고 철근은 실제 항복강

도를 발휘하는 단면의 곡률연성도 를 통하여 철근의 항복 

유무를 살펴보았다. 곡률연성도는 항복곡률 에 대한 극한

곡률 의 비( )로서 정의되므로, ≧ 인 경우 부

재는 콘크리트 압축파괴 전 철근이 먼저 항복함을 알 수 있

다. 해석을 위해 사용된 단면은 4.1절과 동일하고, 휨모멘트-

휨곡률 관계 산정을 위한 재료모델 및 인장증강효과모델은 

KHBDC에서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3에서는 곡률

연성도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와 같이 

  MPa에서 KCI 2012, KHBDC 및 LSD에 의한 곡률연

성도  로서 철근의 항복에 의한 연성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MPa이고  ≦MPa

인 경우 LSD에 의한 곡률연성도는 1.0보다 작은 값을 보여 

파괴 시 철근은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곡률

연성도의 해석 결과는 철근 변형률 해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5. 연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최대철근비의 제안

각 설계기준에 의한 최대철근비 규정은 각각 부재의 연성 

능력,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근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의 차이에 의해 

최대철근이 배치된 부재일지라도 압축파괴가 발생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철근비는 콘크리트 압축파

괴 전에 철근의 항복을 유도함으로써 부재의 연성 거동을 확

보하고, 동시에 철근 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시공성

도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성 

능력, 경제성 및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철근비 결정

을 위한 다음과 같은 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안은 EC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4%의 철근비

를 최대철근비로 결정하여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

에 연성 능력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철근비가 균형

철근비 를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즉,  ≦일 경

우 4%를 최대철근비로 하여도 경제성 및 시공성을 확보함

을 의미하고, 만약  일 경우 철근비는 4%로 제한하고, 

압축 철근, 단면 크기 혹은 재료 강도를 재조정함으로써 소

요휨강도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재에 

충분한 연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안은 최대 중립축 깊이 
max

를 통해 최대철근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철

근비는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때 최대 

중립축 깊이 및 최대철근비에 대한 제안식은 앞선 식 (11) 및 

Table 5 Analytical results of maximum steel ratio and steel 

strain for a seismic design.

 

(MPa)

max

Steel strain at ultimate state, 

Strength in tensile steel (MPa)

400 480 520

30 0.0318 
0.0020 0.0020 0.0020 

(0.53) (0.78) (0.81) 

40 0.0423 
0.0020 0.0016 0.0016 

(0.53) (0.63) (0.81) 

50 0.0510 
0.0021 0.0014 0.0014 

(0.54) (0.52) (0.81) 

60 0.0558 
0.0025 0.0013 0.0013 

(0.57) (0.42) (0.81) 

70 0.0598 
0.0028 0.0012 0.0012 

(0.59) (0.35) (0.40) 

80 0.0634 
0.0031 0.0011 0.0011 

(0.61) (0.30) (0.35) 

90 0.0658 
0.0034 0.0011 0.0011 

(0.63) (0.26) (0.30) 

( ) : ratio of seismic design to normal sta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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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sponding ductility ratio t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by steel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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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와 같다. 제안식은 콘크리트가 극한한계변형률에 도

달할 때 철근은 항복변형률에 도달할 때의 중립축 깊이와 철

근비이므로 이 중립축 깊이 및 철근비를 만족할 경우 부재는 

연성거동을 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안식은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하여 재료모델을 통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앞 절의 Table 

3에서와 같이 제안식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다른 설계기준 

특히, KCI 2012에서 제시한 최대철근비와 유사한 값을 보여 

최대철근비에 대한 타당성 역시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안식에 의한 최대철근비를 갖는 경우에는 Table 4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3배의 항

복강도를 발휘하더라도 철근이 먼저 항복함으로써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설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면서 최대철근비가 4 %

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시공성이 저하된다는 점

에서 최대철근비를 4%로 제한함으로써 시공상의 불리함을 

고려하였다.

Fig. 4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두 번째 안을 통해 최대철근

비를 산정할 경우 설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설계도표이다. 

이 설계도표를 참고하여 설계자는 소요휨강도를 만족하고 

동시에 연성 및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철근비에 대한 

각 재료의 강도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계휨모

멘트와 설계 단면의 제원으로 계산된 
  MPa인 경

우  MPa인 철근을 사용면  MPa인 콘크리트

를 사용 시 약 4.3%로 시공성에 불리한 4% 이상의 최대철근

비가 되어 시공성이 불리해 짐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MPa인 콘크리트와  MPa인 철근을 사용할 

경우 최대철근비는 약 4.5%로서 4%를 초과하여 시공성이 

불량해진다. 이때 설계 도표에 따라  MPa 및  MPa

의 철근을 사용하면 최대철근비는 각각 약 3.4% 및 2.5%로

써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최대철근비는 제안식

을 통해 산정된 최대철근비이므로 연성 및 경제성 역시 동시

에 확보할 수 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각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철근

비에 대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철근 항복강도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철근의 설계 및 실제 항복강도에 따른 

철근 변형률과 곡률연성도를 산정하여 최대철근비가 배치

된 부재의 연성 거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합리적인 최

대철근비 산정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CI 2012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순인장변형률  항으

로 최대철근비를 제한하여 확실한 연성을 보장하고 있

는데 반해, 시공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EC 2는 일

률적으로 4%의 최대철근비를 규정하여 시공성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KHBDC에서는 최대 중립축 깊

이 
max

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대철근비를 제한함과 동

시에 시공성을 고려하고 있다.

 2) KHBDC의 최대 중립축 깊이를 통한 철근비 제한은 과

도하게 최대철근비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큰 

단면을 갖는 부재가 설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비경제적이다.

 3) 최대철근량이 배치된 휨부재에서 철근의 설계 및 실

제 항복강도의 차이로 인해 실제 항복강도가 발현되

는 경우 철근은 항복하지 않아 취성파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최대 철근량이 배치되거나 지진하

중과 같은 극단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철근의 실

제 항복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철근비를 산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KCI 2003, KCI 2012, KHBDC, EC 2 및 LSD에 의한 최

대철근비를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 항복강도에 

대해 해석한 결과, KCI 2003, KCI 2012 및 LSD에 의한 

최대철근비는 유사한 값으로 산정되었다.

 5)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 항복강도에 대하여 최대

철근비를 해석한 결과 EC 2는 최대철근비를 일률적

으로 4 %로 고정하여 일정 강도 범위 내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조합에서는 과다한 철근비가 산정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KHBDC의 최대철근비는 최대 중립축 깊이를 0.4 이

하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설계기준의 최대철근비에 

비하여 가장 과소평가 되었다.

 7) 한계상태설계법에 기반한 재료모델을 바탕으로 산정

된 LSD 모델을 최대 중립축 깊이 및 최대철근비로 제

안하였다. 제안식을 통해 산정된 최대철근비는 KCI 

2003 및 KCI 2012에 의한 값과 유사하였으며 철근이 
Fig. 4 Design diagram for maximum stee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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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항복강도 이상의 강도를 발현할 경우라도 극한

상태에서 부재는 연성거동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철근비에 대한 제안식은 이론

적 일관성과 부재의 연성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8) 부재의 연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

적인 최대철근비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

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최대철근비를 4 %로 제한하

고, 동시에 철근비가 균형철근비 이하가 되도록 하여 

경제성 및 연성거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

안식을 통해 최대 중립축 깊이 혹은 최대철근비를 산

정하는 것으로 4 %를 넘지 않도록 하여 시공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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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콘크리트 휨 부재의 최대철근비에 대한 설계 규정은 일반적으로 부재 파괴 시 철근이 항복하도록 하여 충분한 

연성과 경제성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 최대철근비는 인장 철근의 순인장변형률 항으로 표현되고,

고강도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매우 높은 철근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성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에서는 최대중립축 깊이비가 0.4가 되도록 최대철근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로부터 시공성 및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철근비에 대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최대철근비, 최대중립축 깊이비, 연성능력, 시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