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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or the lateral 

confinement of high-strength spiral reinforcement. The main test parameters were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the yield strength of spiral reinforcement, and cross sectional shape. A total 

of 48 cylindrical test specimens with circularand rectangular sections were cast and tested under 

monotonic concentric compression.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나선철근으로 횡구속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향을 평가하 다. 주요 실험 

변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나선철근의 항복강도  단면형상으로 하 다. 실험체는 총 48체로 원형

과 각형 단면을 가지며, 단조 집 하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건축 구조물에 한 고층화, 형화  특수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국내외 으로 

고강도 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분의 연구는 고강도 콘크리트

에 을 두고 있으며 고강도 철근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면

형상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고강도 횡보강근의 횡구속 효과를 실험 으로 평가하 다.

2.  실험 계획  방법

 

  실험체는 150×300mm 크기의 실린더형태와 133×133mm 크기의 정방형으로 계획하 다. 두 형태

의 실험체 모두 피복의 향을 고려하지 않기 하여 실험체의 직경과 나선철근의 외경을 동일하게 

하 으며, 표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나선철근의 항복강도, 그리고 단면형태를 

주요변수로 동일한 실험체를 각 3체씩 제작하여 총 48체를 실험하 다. 한 실험체의 변형을 측정

하기 하여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구간에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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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형 (b) 각형 
그림 1. 실험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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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형

그림 2.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른 횡구속효과

표1. 실험체 일람표

No. 실험체
(MPa) (mm)

최 응력
(MPa)

′ / ′

1 C-P25 - - 28.0 -

2 C-NS25  472 25 40.4 1.44

3 C-HS25  880 25 49.5 1.78

4 C-US25 1430 25 54.9 1.96

5 C-P50 - - 44.4 -

6 C-NS50  472 25 54.9 1.24 

7 C-HS50  880 25 61.7 1.39 

8 C-US50 1430 25 69.2 1.56 

9 R-P25 - - 33.1 -　

10 R-NS25  472 28.3 36.6 1.10 

11 R-HS25  880 28.3 37.6 1.14 

12 R-US25 1430 28.3 38.7 1.17 

13 R-P-50 - - 52.9 -　

14 R-NS50  472 28.3 56.7 1.07 

15 R-HS50  880 28.3 56.0 1.06 

16 R-US50 1430 28.3 60.2 1.14 

3. 실험결과  분석

원형 실험체의 경우 보통강도 콘크리트인 25시리즈는 그
림 2에 나타낸바와 같이 나선철근의 항복강도가 증가할수
록 횡구속 효과로 인한 강도증진율이 최  96%까지 상승
하 다. 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50시리
즈에서는 나선철근 항복강도에 따른 횡구속 효과가 약 
56%로 감소하 다. 반면에 각형 실험체는 25시리즈인 경우 
나선철근 항복강도의 향에 의한 강도증진율은 약 20%이
하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함
에 따라 50시리즈에서는 그 효과가 약 10%이하로 감소하

다.

4. 결 론
  
1) 원형 실험체는 보통강도 콘크리트인 경우 횡구속 효과

로 인한 강도증진이 뚜렷히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횡구속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각형 실험체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계없이 약 

10% 내외의 강도증진율만 나타내었다.

2) 원형 실험체의 경우 나선철근의 항복강도가 증가할수록 

횡구속 효과로 인한 강도가 상승하 으나, 각형 실험체의 경

우 나선철근의 항복강도에 의한 횡구속 효과는 미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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