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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about type of transverse reinforcement, spacing of transverse 

reinforcement(s), volumetric ratios of transverse reinforcement(ρs)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It try 

to offer to resonable basic data of the confined model for the ultra-high concrete of in reinforced concrete 

columns.

Experimental tests with large scaled columns were conducted under concentric axial loads. The ultra-high 

strength concrete (100MPa) was used. From this test result, it evaluate influence of the strength enhancement and 

ductility enhancement, important variables about behavior of the confined concrete by confinement of ultra-high 

strength reinforced concrete.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the confinement effect of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through the increase of 

amounts and/or strength of transvers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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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층건물, 형 토목구조물, 리

스트 스 구조물 등에서 매우 유효하게 사용되는 구조재

료로서, 강도증가에 따라 높은 하 을 부담하고 단면이 

축소되는 장 을 가지고 있어 재까지 많은 발 을 하

여 왔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부 선진외국에서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 속히 발 하여 왔으며,  세계 으

로 고층 건물의 계획과 시공이 활발해지고 있는 재 

시 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은 속히 증가할 것

으로 기 되고 있다. 

  이러한 고층 구조물에 보통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건물자 의 증가로 층부에서 기둥, 벽체와 같은 

수직부재의 단면이 커지게 되고, 고층부에서는 수평하  

증가에 따른 수평변 가 증가하여 구조물의 안 성과 사

용성에 향을  수 있으며, 부재 단면의 증 로 인한 

사용 면 의 감소로 구조물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고층 건

물의 수직부재에 단면의 축방향 압축성능이 우수하고 탄

성계수가 큰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콘크리트

의 고품질화에 따른 내구성 증진과 높은 압축강도로 인

한 부재단면의 축소  콘크리트 조기강도의 증진에 따

른 조기 거푸집 탈형  수평변  감소 등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의 많은 장 에도 불구하

고 취성 이라는 재료  특성으로부터 고강도 콘크리

트가 사용된 구조부재, 특히 기둥의 연성확보  안 성

에 한 연구  설계기술은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제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된 기

둥의 연성  안 성 확보를 해 기둥에서 횡보강근으로 

구속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설계의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해 횡보강근의 배근형태, 간격  체 비 등 주요변수들의 

향을 연구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합리 인 구속

모델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10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용한 기둥에 한 

구조실험을 수행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고강도 콘크

리트 기둥의 강도와 연성증진 효과와 각각의 변수들이 구

속된 콘크리트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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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문

  2.1 실험체 계획  실험

  심축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띠철근 기둥의 압축실

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구속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거동

을 평가하기 하여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실

험체를 계획하여 제작하 다. 실험체는 실제 구조부재에 

부합되고 실질 인 거동이 반 된 결과를 획득하기 해 

260mm×260mm×1300mm의 크기로 제작하 으며, 각 실험

체의 배근상세  형태는 그림1, 실험체 일람은 표1에 나타

내었다.

표 1. 실험체 특성

실험체 fck, (MPa)
띠철근
형  태

종방향 주근 횡보강근
ACore

A Gross개 수 ρ
s

, (%) fy, (MPa) 직경 fyh, (MPa) 간격, (mm) ρ
s

, (%)
ρ
prov

ρ
ACI

USC-P 100 - - - - - - - - -

USC-A-80 100 A 4-D22 2.29 443.1 D13 412.8 45 5.36 0.8 0.716

USC-A-110 93 A 4-D22 2.29 443.1 D13 412.8 35 6.89 1.1 0.716

USC-B-80 93 B 8-D16 2.36 466.7 D10 412.8 40 5.35 0.8 0.716

USC-B-110 95 B 8-D16 2.36 466.7 D10 412.8 30 7.12 1.1 0.716

USC-C-80 91 C 8-D16 2.36 467.7 D10 412.8 45 5.41 0.8 0.716

USC-C-110 100 C 8-D16 2.36 467.7 D10 412.8 35 6.96 1.1 0.716

USC-E-80 105 E 12-D13 2.25 461.2 D10 412.8 60 5.55 0.8 0.716

USC-E-110 92.6 E 12-D13 2.25 461.2 D10 412.8 45 7.34 1.1 0.716

USC-F-110 94 F 12-D13 2.25 461.2 D10 412.8 35 7.36 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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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체 상세

콘크리트 피복은 20mm로 기둥의  단면 에 한  

횡보강근으로 구속된 코어 단면 의 비를 0.716으로 실제 

기둥과 유사하게 하 다. 기둥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

설계기 강도는 10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

고, 기둥의 종방향 주근은 항복강도 400MPa의 Mild 

Bar를 사용하여 4-D22, 8-D16, 12-D13의 세 종류로 배

근 하 으며, 횡보강근의 배근형상에 따라 그림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기  실험체, 단순배근과 복합배근으로 각

각 A, B, C, E, F로 표기하 다. 

  본 실험체에 명명된 실험체의 이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와 횡보강근의 배근형태, 구속 콘크리트에 한 횡보강

근의 체 비에 따라서 명명하 으며, 로써, USC-A-80

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USC : Ultra-high Strength concrete Column

      A : 횡보강근의 배근형태로 A-Type

      80 : 횡보강근의 체 비로 ACI 규 의 80%

  2.2 가력  측정방법

  가력은 10,000kN 용량의 만능시험기(U.T.M)를 사용하

여 변 제어 방식으로 심압축가력 하 으며, 제어속도

는 실험체 별로 합리 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 제어 방식으로 0.3～1.0mm/min의 속도로 탄성구간, 

최 하  후, 연화구간에 따라 3단계로 행하 다.

Specimen

2면LVDT (2개)
-400mm Length

4면LVDT (4개)
-1300mm Length

그림 2. 실험체 설치상황

  실험구간에서 구속 콘크리트의 축방향 변 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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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미리 매립된 강 에 4개의 LVDT를 실험체 각 

면에 설치하고, 구속 콘크리트 괴 이후의 축변형을 수

정하기 해서 실험체  길이에 걸쳐 실험체 양면에 2

개의 LVDT를 설치하 다.

  3. 실험결과

  3.1 괴상황

  균열발생과 진  양상은 부분의 실험체에서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기 수직균열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피

복이 박리 되었으며, 조기에 피복이 박리되는 경향을 보

다. 한 최 하  직 에 부분의 실험체의 주근이 

항복했으며, 최 하  이후에 주근의 좌굴과 횡보강근의 

Hook가 서서히 벌어지고 내부 주근보다는 모서리 주근에

서 심하게 발생하 다. 횡보강근의 항복은 최 하  이후 

하 이 감소하는 단계에서 발생되었고 수평단면과 괴

면이 이루는 각은 최  90˚(횡보강근이 없는 무근 콘크리

트 실험체)에서 최소 39˚로 형성되었다. 괴면상에서 구

속된 코어 콘크리트의 Crushing에 의한 단면손실의 정도

는 횡보강근 체 비와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피복 콘크리트의 박리

  피복 콘크리트의 박리는 코어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횡

보강근의 간격이 조 할수록 갑작스럽게 발생되었다. 이

는 조 한 철근 배근간격으로 인해 발생된 피복 콘크리

트와 구속 콘크리트 사이에 형성된 약한 경계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2) 주근의 항복

  모든 기둥 실험체에서 최 하  직 후로 하여 주근이 

항복하 다. 주근의 항복은 횡보강근 체 비, 간격, 형태 

등의 주요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3) 횡보강근의 항복

  횡보강근의 항복은 축하 이 하되는 하강부분에서 

발생하 다. 최 하  이후에서 횡보강근의 항복은 부

분의 실험체에서 발생하 으나, 일부(A-Type) 실험체와 

최 하  이후에서 횡보강근의 후크가 심하게 벌어진 실

험체는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보강근

의 체 비가 크고, 간격이 조 하면서 형태가 복잡한 실

험체는 부분 항복을 보 다. 특히 횡보강근의 간격이 

넓더라도 형태가 복잡하여 체 비가 큰 경우 횡보강근의 

변형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실험체의 경우 횡

보강근이 코어 콘크리트를 잘 구속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주근의 좌굴과 횡보강근 후크의 벌어짐

  모든 실험체에서 주근의 좌굴과 함께 횡보강근의 후크

가 벌어지는 상이 발생되었다. 주근의 좌굴 시 이나 

좌굴 정도는 변수에 상 없이 모든 실험체에서 유사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변수의 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횡보강근의 간격이 큰 실험

체 에서는 좌굴이 비교  빨리 발생되었고, 좌굴 정도가 

심하게 발생되었는데, 이런 상은 주근의 유효좌굴길이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5) 횡보강근의 단

  횡보강근의 단 상은 A-Type을 제외한 실험체에서 

발생하 는데, 최  횡보강근의 단은 최 하  이후 하

이 하되는 하강부분에서 최 하 의 50∼65% 정도에

서 발생하 다. 간 후 가 설계된 C, E, F-Type의 실

험체 에서도 외곽의 후 보다는 간의 후 가 먼  

단되었다. 이런 사실로부터 높은 항복강도의 고강도 철근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구속에 효과 일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으며, 횡보강근의 형태가 구속에 미치는 향

과 요성을 간 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주요변수에 따른 구속 콘크리트의 거동

  표2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심축력을 받는 철근콘

크리트 기둥은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횡보강근의 체 비, 

간격  형태 등에 의해 그 거동이 변화되었다. 체 비가 

클수록 강도증진은 8%∼45%정도, 연성증진도 증가 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 배근형태에서도 보조횡보강근을 가진 

경우 즉 횡보강근의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강도증진과 연

성증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일

한 체 비에서 형태가 복잡할수록 횡보강근의 간격이 넓

어지더라도 강도나 연성증진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로부

터 횡보강근의 형태가 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속된 콘크리트의 거동은 변수 각각

의 독립 인 분석뿐 아니라 서로 종속 인 변수의 종합

 분석이 필요하고, 한 횡보강근의 형태도 하나의 

요한 변수로써 정량화 는 수식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시험결과 (하 )

실험체

축하

P max

(kN)

P max

P o

P c
(kN)

P c
P oc

P cc
(kN)

P cc
P occ

USC-P 5720 0.99 5720 0.99 572.0 0.99

USC-A-80 5193 0.83 4347 0.77 433.6 1.08

USC-A-110 4816 0.77 4044 0.76 408.3 1.10

USC-B-80 6020 0.96 3854 0.69 196.2 1.24

USC-B-110 5430 0.87 4968 0.97 479.5 1.32

USC-C-80 5449 0.87 4426 0.87 467.6 1.29

USC-C-110 6542 1.05 5062 0.90 574.7 1.45

USC-E-80 5893 0.95 4963 0.86 511.4 1.25

USC-E-110 5339 0.91 4007 0.79 463.5 1.30

USC-F-110 6017 1.02 4720 0.90 517.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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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결과 (변형률)

실험체

축방향 변형률

ε
c

ε
c

ε
co

ε
cc

ε
cc

ε
co

ε
c50c

ε
c50c

ε
co

USC-P 0.0027 0.91 0.0027 0.91

USC-A-80 0.0017 0.59 0.0038 1.31 0.0127 4.40

USC-A-110 0.0015 0.56 0.0054 1.86 0.0190 7.05

USC-B-80 0.0019 0.66 0.0055 1.89 0.0232 7.99

USC-B-110 0.0016 0.62 0.0062 2.38 0.0227 8.72

USC-C-80 0.0020 0.69 0.0053 2.65 0.0180 6.21

USC-C-110 0.0021 0.72 0.0089 3.07 0.0288 9.93

USC-E-80 0.0023 0.74 0.0065 2.10 0.0201 6.48

USC-E-110 0.0018 0.69 0.0091 3.50 0.0297 11.42

USC-F-110 0.0020 0.74 0.0096 3.56 0.0301 11.15

  4. 실험결과 분석

  4.1 강도증진과 변수상 성(Han-Shin5 실험과 비교)

  1) 횡보강근의 간격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의 실험결과

뿐 아니라 표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와 실험체 크

기, 횡보강근 변수선정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고 콘크리

트강도만 보통강도 콘크리트(24MPa, NSC Series)와 고

강도 콘크리트(50MPa, HSC Series)로 차이가 있는 

Han-Shin5의 2003년 연구결과를 동시에 분석하여 

Han-Shin이 제안한 횡보강근 형태를 고려한 계수를 

용하여 평가하 다.

표 4. Han-Shin 실험결과

실험체

축하 축방향 형형률

P max

(kN)

P max

P o

P c
(kN)

P c
P oc

P cc
(kN)

P cc
P occ

ε
c

ε
c

ε
co

ε
cc

ε
cc

ε
co

ε
c50c

ε
c50c

ε
co

NSCA10 2031 1.05 1417 0.99 1352 1.33 0.0024 1.15 0.0043 2.01 0.0123 5.92

NSCB10 2214 1.16 1361 1.01 1283 1.34 0.0023 1.12 0.0041 2.00 0.0128 6.24

NSCD10 2076 1.02 1488 1.02 1442 1.39 0.0026 1.24 0.0045 2.15 0.0149 7.15

NSCE10 1829 1.01 1239 1.0 1214 1.38 0.0026 1.29 0.0044 2.18 0.0144 7.13

NSCF10 2170 1.10 1418 1.01 1380 1.39 0.0025 1.21 0.0044 2.13 0.0163 7.88

HSC-A-08 2952 1.01 2452 1.01 2089 1.22 0.0022 0.94 0.0039 1.65 0.0091 3.84

HSC-B-08 3495 1.06 2668 0.98 2461 1.27 0.0027 1.10 0.0044 1.79 0.0125 5.07

HSC-E-08 3189 1.05 2602 1.06 2243 1.29 0.0027 1.14 0.0042 1.77 0.0126 5.29

HSC-A-10 2880 0.98 2380 0.97 2290 1.32 0.0020 0.84 0.0037 1.55 0.0155 6.51

HSC-E-10 3444 1.13 2857 1.15 2530 1.44 0.0028 1.15 0.0046 1.93 0.0214 8.95

HSC-F-10 3569 1.09 2697 1.0 2730 1.43 0.0031 1.26 0.0047 1.91 0.0193 7.86

HSC-A-12 3094 1.00 2790 1.08 2587 1.41 0.0027 1.10 0.0048 1.99 0.0231 9.52

HSC-B-12 3453 1.08 2693 1.02 2857 1.53 0.0037 1.52 0.0039 1.60 0.0333 13.65

HSC-E-12 3495 1.05 2905 1.05 2903 1.49 0.0037 1.50 0.0058 2.35 0.0346 14.00

  그림3은 횡보강근의 간격 변화에 따른 구속 콘크리트

의 강도증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횡보강근의 간격의 변화에 따라 강도증진에는 뚜렷

한 추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보강근의 간격

이 넓어짐으로써 동시에 횡보강근의 체 비가 감소되더

라도 보조 횡보강근이 배근됨으로써 형태가 복잡해져 형

태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보통강

도 콘크리트는 간격이 넓을 경우에도 구속에 의한 효과

가 고강도 콘크리트보다 크게 나고 있는데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보다는 보통강도 콘크리트가 구속에 유리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 강도의 향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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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횡보강근 간격과 강도증진과의 계

  결국 동일 조건에서 간격의 변화는 체 비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고, 간격이나 형태는 구

속 콘크리트의 유효 구속면 에 향을 주기 때문에 간

격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2) 횡보강근의 체 비

  그림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횡보강근 체 비 변화에 따

른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증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 비의 변화는 콘크리트 강도증진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증가할수록 강도증진은 둔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강도

와 일반강도 콘크리트와 동일한 강도증진을 하기 해서

는 더 많은 체 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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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 체 비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강도증진에서 둔화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횡보강근의 형태에 한 고

려가 반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횡보강

근 체 비는 횡보강근 형태 등과 독립 이 아닌 상호 종

속 인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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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횡보강근 체 비와 강도증진과의 계

  3) 횡보강근 형태

  그림5는 횡보강근의 형태에 따른 강도증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A-Type의 경우 C, F-Type에 비해 

간 후 가 없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간격이 매우 작은 경

우인데,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증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보강근의 형태에 따른 강도증진의 변

화는 횡보강근의 간격의 변화에 따른 향과 같이 뚜렷

한 경향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만, USC-Series의 경우 

C, F-Type이 강도증진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부터 보조 횡보강근이 원형에 가까운 다이아몬

드, 팔각형태가 구속에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동일

한 형태에서 강도증진 변화는 횡보강근 체 비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횡보강근 형태는 횡보

강근 간격 등과 독립 이 아닌 상호 종속 인 변수로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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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횡보강근 형태와 강도증진과의 계

  4) 콘크리트 강도

  그림6은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강도증진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도가 높아질수

록 강도증진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콘크리

트 강도에서 강도증진 변화는 횡보강근 체 비 변화와 

횡보강근의 형태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콘크리트 강도는 횡보강근 체 비와 횡보강근 형태 

등과 독립 이 아닌 상호 종속 인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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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콘크리트강도와 강도증진의 계

  5) 등가 횡구속 압력

  그림7은 Han-Shin이 횡보강근의 형태, 간격  주근의 

개수에 따른 유효구속면 을 산정하기 해 고강도 콘크

리트에 맞게 수정 제안한 체 구속면 에 한 유효구

속면 의 비로 표 되는 감소계수 λ o를 용한 유효 횡

보강근 압력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증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유효 횡보강근 

압력이 증가 할수록 뚜렷한 추세의 강도증진의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증진의 효과는 횡보

강근의 간격이나 형태가 복합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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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효 횡구속압력과 강도증진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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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감소계수는 구속된 구속 콘크리트에 한 임계단

면에서 유효 구속면 의 비로 표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λ o =  ( 1 -  
n c

2

6 B 2 ) (  1 -  
s

3 B )
2

      (식1)

  여기서, n = 횡방향으로 지지된 주근의 개수, s = 횡보

강근의 간격, c = 횡방향으로 지지된 주근의 순간격, B = 

구속 콘크리트의 단면 폭

  4.2 연성증진과 변수상 성(Han-Shin5 실험과 비교)

  4.1 의 강도증진과 같은 방법으로 구속콘크리트의 연

성증진과 변수상 성을 비교하기 해서 횡보강근 간격, 

횡보강근 체 비, 횡보강근 형태, 유효 횡보강근 압력에 

따른 연성증진 변화를 그림8 ∼ 그림11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성증진의 변화도 강도증진의 변

화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강도증진에서 변수상 성

을 언 했듯이, 연성증진의 변화는 횡보강근의 체 비에 

직 인 비례 계를 보이며,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질수

록 연성증진 경향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의 실험체와 Han-Shin의 실험체가 모두 ACI Code

에 맞게 횡보강근을 설계하 기 때문에 ACI Code의 경

우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조건에서 횡보강

근의 설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림9나 그림11에

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질수록 보통강도 

콘크리트와 유사한 연성증진이나 경향을 나타내기 해

서는 횡보강근의 요구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보통강도 콘크리트와 같이 연

성이 확보되면서 안 한 설계을 해서는 횡보강근량이 

많아지거나 횡보강근의 배근 형태가 충분한 구속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복잡한 형태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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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횡보강근 간격과 연성증진과의 계

  구속 콘크리트의 연성증진도 강도증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 이 아닌 종속 으로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연성증진에서 

강도증진과 다른 은 변수에 따라 연성증진의 변화폭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횡보강근이 충분한 응력 

발휘하기 때문이며, 횡보강근이 강도증진보다는 연성증진

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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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횡보강근 체 비와 연성증진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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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횡보강근 형태와 연성증진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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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효 횡구속압력과 연성증진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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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증진과 연성증진은 횡보강근의 

체 비, 간격, 형태의 개개의 변수보다는 여러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 이 아닌 종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증진과 연성증진 면

에서 3가지의 주요변수 에서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변수는 횡보강근이 체 비로 나타났으며, 횡보강근의 체

비가 30% 증가할 때,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증진과 연성증

진은 각각 7.5%, 50%로 나타났다. 한, 횡보강근 응력-변

형률 곡선에서 횡보강근이 최 하 에서 항복하지 않고 응

력 하강부분에서 항복 는 단이 일어났다. 따라서 횡보

강근의 체 비 증가는 강도증진의 향상보다는 연성증진의 

향상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2) 횡보강근 형태상에서 볼 때, 같은 횡보강근의 체 비

를 가진 경우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증진 면에서는 보조 횡

보강근이 다이아몬드형과 팔각형인 C, F-Type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속 콘크리트의 연성증진 면에서

는 보조 횡보강근이 장방형과 팔각형인 E, F-Type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 횡보강근이 없고 단순히 

외곽 횡보강근형인 A-Type의 경우 강도증진과 연성증진

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은 횡보강근의 체 비의 증가

에 따른 구속에 의해서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와 연성증진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콘

크리트의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와 연성증진의 효과에 비

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낮은 강도의 콘

크리트와 동일한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와 연성증진의 효

과를 얻기 해서는 더 많은 횡보강근의 체 비가 요구되

거나 복잡한 형태의 횡보강근의 설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콘크리트 강도 24MPa ∼ 

50MPa을 상으로 한 Han-Shin의 실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강도가 높아질수록 피복 콘크리트는 조기에 박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100MPa을 상으로 한 고강도 콘크리트

의 피복 콘크리트는 하 지지 능력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피복 콘크리트의 

조기박리를 막기 해서는 피복콘크리트의 두께를 증가 시

키거나 고강도 철근을 이용하여 횡보강근이 간격을 넓

으로 해서 구속 콘크리트와 피복 콘크리트의 약한 경계의 

면 을 상 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단되어 진다.

  5) 본 연구결과와 Han-Shin의 연구결과를 동시에 분석

한 결과 Han-Shin이 제안한 횡보강근 형태 변수를 정량화

하여 형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용한 유효 횡구속압력으로 

횡보강근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된 기둥에서 횡

보강근으로 구속된 코어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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