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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콘크리트 계면의 계면상수 결정 : 부착 및 비부착 슬립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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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on steel-concrete interface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mechanical roles and prop-

erties of interface parameters. The intrinsic different nature of bonded and unbonded interfaces are addressed based on the exper-

imental observations that were obtained from two types of tests considering bonded and unbonded interfaces. The unbonded tests

are performed for the specimens that are in unbonded when the initially bonded specimens are tested first. Four cases of lateral

confinements including pure slip, and low and medium levels of lateral pressure are taken into accoun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ateral confinements on interface behavior. It is shown that the maximum shear strengths, the levels of residual strengths and

the Mode II fracture energy release rates are linearly related to the confinement levels. Based on the experimental evidences

obtained from this study, the values of interface parameters required in a steel-concrete interface constitutive model will be pre-

sented in the compani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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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콘크리트 계면거동은 계면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으

로 구성되는 직교평면 상에서 정의되며, 계면법선과 접

선방향을 따르는 인장과 전단거동은 각각의 임계값에 도

달한 이후에 파괴역학적으로 모드 I 탈부착거동과 모드

II 슬립거동을 하게 된다. Rabbat 등
1)
과 Chiew 등

2)
 의 계

면거동실험으로부터 계면의 부착 및 비부착 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슬립거동이 관찰됨에 따라 계면상의 슬립

거동은 부착슬립거동과 비부착 슬립거동으로 구분한다.

계면의 거동은 계면의 부착상태뿐만 아니라 계면법선방

향으로 작용하는 구속압의 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계면의 부착상태와 법선방향 응력에 대해 계

면거동이 갖는 민감성 때문에 계면의 거동현상 파악을

위한 실험은 매우 정교함을 요구하며 또한, 구조적 거동

실험을 통한 재료성질의 파악이라는 실험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험 결과의 분석 또한 복잡하고 난해해서 Rabbat 등,
1)

Sahkir-Khalil,
3-5)

 Chajes 등,
6)
 Chiew 등,

2)
 Barnes 등

7)
을 포함하

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

왔다. 

계면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의 어려움과는 달리

구성모델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는 Katona
8)

의 Lagrange 승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과 Stankowski

등
9,10)

 및 Lofti 등
11)
의 Mohr-Coulomb 파괴규준에 근거하

는 연속체 소성역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Carol 등
12)
이 부착계수 및 마찰계수의 두 계수로서 쌍곡

선형상 파괴포락선의 팽창과 수축을 제어하는 계면구성

모델을 연속체 소성역학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골재와 시

멘트풀 간의 계면으로 국부화되는 콘크리트의 균열거동

해석에 적용한 예는 이론적 연구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

여주는 적절한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면구성모델

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거동해석에서 모델을 구성하는

각 변수의 적절한 값의 결정과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

한 재료차원 성격의 실험 결과의 부족은 수치해석 결과

의 검증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되

고 있다.

구성변수 값의 결정에 있어 실험 결과의 부족으로 인

한 어려움을 기존의 실험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에 주영태
13,14)
를 통해 수행되

었다. 주영태
13,14)
는 모드I 및 모드II 파괴에너지 방출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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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의 팽창과 수축을 제어하는 구

성모델을 개발하고 요구되는 구성변수의 값을 Rabbat 등,
1)

Sahkir -Khalil
3-5)

 및 Chiew 등
2)
 의 각기 다른 실험 결과

에 근거하여 결정함으로서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구성변

수의 값을 결정하는 해석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면거동특성을 정의하는 계면상수의 값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강-콘크리트 계면거동 실험 결과

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각 구성변수 값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단일 목적의 일관된 실험수행이 요

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강-콘크리트 계면의 거동현상을 정의하

는 구성변수의 물리적 특성 파악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강-콘크리트 계면에 대한 슬립거동실험을 수

행하였다. 구속압을 받는 계면의 취성으로부터 연성까지

의 파괴거동 성질을 포괄하기 위해 σN= 0, 0.2, 0.5,

1.0 MPa을 포함하는 네 종류 구속압 경우를 고려하여 각

구속압의 경우당 3개씩 총 12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부착계면과 비부착계면 간의 거동현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부착계면에 대한 파괴실험을 먼저 수행한 후에 분

리된 계면에 대해 비부착계면 실험을 수행하였다. 강-콘

크리트계면 실험으로부터 관찰된 부착계면 및 비부착계

면의 거동특성 차이 및 구속압의 변화에 따른 거동변화

를 포함한 실험결과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이

논문에 이어지는 후속논문에서는 해석적 방법에 의해 계

면상수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과 결정된 계면상수 값을

이용하는 계면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의 예

측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강-콘크리트 계면의 거동특성

강-콘크리트 계면 상의 거동성질을 정의하는 재료적 성

격의 물성종류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크기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초기 탄성거동으로부터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점

진적 파괴진행과정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

는 파괴규준의 정의를 필요로 한다. 계면의 파괴는 Fig. 1

에 보인 바와 같이 계면의 법선 방향과 접선방향을 따

르는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이 각각의 임계값에 도달한 이

후에 모드 I 탈부착거동 및 모드 II 슬립거동으로서 진

행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인 파괴는 모드 I 부착파괴 및

모드 II 슬립파괴로서 정의된다.

계면의 파괴규준은 인장과 전단으로 구성되는 응력특성

을 고려하여 Mohr-Coulomb 파괴규준에 근거하여 개발되

어 왔으며, Plesha
15)
와 Beer

16)
 직선형 파괴규준, Stankowski

등
9,10)
의 포물선형 파괴규준, Lotfi 등

11)
과 Carol 등

12)
의 쌍

곡선형 파괴규준 등의 연구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파괴규준은 Rabbat 등,
1)
 Sahkir-Khalil,

3-5)

Chajes 등,
6)
 Chiew 등,

2)
 Barnes 등

7) 
이 비부착계면에 대

한 거동실험을 통해 관찰한 비부착계면의 거동성질이 부

착계면의 그것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실험결과에 근거할

때 부착계면으로 적용성이 제한되는 단점을 갖는다.

Coulomb의 마찰법칙에 따라 수직구속력에 대한 마찰력

의 비로서 정의하는 마찰계수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

나 외적하중 작용 혹은 의도된 목적으로 인해 계면이 분

리된 비부착계면의 경우에는 1보다 적으나 부착계면의

경우에는 1보다 큰 것으로 관찰된 Rabbat 등
1)
과 Chiew

등
2)
의 실험 결과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부착계면 뿐만 아니라 비부착계면의 거

동까지 포괄하기 위해 주영태
13,14)
에 의해 제안된 계면파

괴규준에 근거하여 거동현상을 대표하는 물성의 종류와

실험의 수행에서 요구되는 구속압의 크기와 종류를 결정

하였다. 부착 및 비부착계면의 점진적 파괴거동을 묘사하

기 위해 계면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을 따르는 두 응력의

함수로서 Mohr-Coulomb의 파괴규준에 근거하여 포물선

형상으로 개발된 이 파괴규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σN=계면법선방향 응력, σT=계면접선방향 응력,

b =부착계수, k =곡률계수, φb =부착마찰계수를 각각 정

의한다. Fig. 2는 식 (1)의 파괴포락선 관계를 나타낸다.

식 (1)에서 부착된 계면의 마찰계수를 정의하는 부착

마찰계수 φb는 비부착된 계면의 마찰계수를 정의하는 비

부착마찰계수 φu에 부착강도에 비례하는 부가적 마찰계

수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주영태
13,14)
는 표현하고 있다. 

φb = φu + ηb (2)

식 (2)에서 부가적 마찰계수를 정의하는 우변 둘째 항

F σN σT φb b k, , , ,( ) σ T

2
φ b

2
σN b–( )2 2k σN b–( )–{ }–=

Fig. 1 Stress-relative displacement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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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착된 경우의 마찰계수가 비부착 경우의 마찰계수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 Rabbat 등
1)
과 Chiew 등

2)

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부착강도 b를 사용하여 표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에 나타낸 식 (1)의 파괴포락선 형상에 근거하여

실험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험의 종류와 대응하는

하중의 크기를 법선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속응력과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응력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다. 

3. 강-콘크리트 계면의 슬립거동실험

3.1 실험 일반사항

부착계면 및 비부착계면의 거동성질을 관찰하고 점진

적 파괴의 진행 동안 발생하는 계면상태의 물리적 변화

를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하기 위해 σN = 0의 순수전단슬

립을 포함하여 σN = 0.2, 0.5, 1.0 MPa의 네 종류 구속압

에 대해 각 3개씩 총 12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

행 하였다. 이러한 구속압의 크기는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슬립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는 Fig. 3의 파괴

포락선 성격을 고려하기 위해 낮은 구속압으로부터 비교

적 높은 구속압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부착계면 및 비부착계면의 거동을 포함하는 식 (1)의

파괴포락선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착계면과 함께 비부착

계면에 대한 거동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착계면의 슬립실

험 경우에는 구속응력 σN = 0의 순수전단슬립을 포함하

여 σN = 0.2, 0.5, 1.0 MPa의 구속압 경우에 대해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비부착 슬립실험의 경우에는 낮은 구

속압이 작용하는 경우에 연직하중을 제어하는 어려움 때

문에 σN = 0.5 및 1.0 MPa의 비교적 높은 구속압을 갖는

두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총 12개의

공시체에 대해 부착된 상태로 먼저 부착실험을 1회 수

행하고 파괴된 계면에 대해 특별한 표면처리 없이 비부

착된 상태로 비부착계면에 대한 거동실험을 수행하였다.

3.2 실험체의 제작

실험체는 강재와 콘크리트에 균등한 압력이 가해지도

록 Rabbat 등
1)
과 Chiew 등

2)
의 실험을 고려하여 Fig.

4(a)에 보인 바와 같이 폭 200 mm, 높이 200 mm, 두께

10 mm의 강재판 사이에 폭 160 mm, 높이 150 mm, 두께

60 m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강재앵글과 목재를 사용하여 강

재판 사이의 거푸집을 제작하였으며 강재표면에 방수처

리를 하여 타설된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습도 60%, 온도 22
o
C의 항온항습

실에서 28일 동안 양생하였다. 강-콘크리트 계면실험체

이외에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물성값 파악을 목적으

로 150 mm × 300 mm의 원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동일한

항온항습 조건에서 양생하였다.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와 조립률 2.2 및 굵은골재 최대

치수 20 mm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는 Table 1과 같다.

재령 28일에 원형공시체에 대한 강도실험을 수행하여

일축압축강도 32 MPa와 탄성계수 37,200 MPa 및 포아송

비 0.22를 각각 얻었다. 강재판의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

의 결정을 위해 3개의 인장 시편을 KS B 0801에 따라

제작하였고 인장실험을 수행하여 항복강도 335 MPa 인장

강도 460 MPa 및 탄성계수 188,000 MPa을 각각 얻었다.

3.3 실험의 수행 

3.3.1 실험체의 계측 

실험은 변위 및 하중제어가 가능한 1,000 kN 용량의

UTM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채널당 0.02초의 측정속도

로서 데이터 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계측 결과를 저장하였다.

실험체에 대한 하중은 Fig. 4(b)와 (c)에 보인 바와 같

이 실험체를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후에 실험체

상단부에 하중판을 설치하고 재하하였다. σN = 0.2, 0.5,

1.0 MPa의 세 구속압 경우에 대해서는 바이스와 강재판

사이에 로드셀을 설치하고 각 구속압의 경우에 대해

4.8 kN, 12 kN, 24 kN의 압축력을 바이스를 이용하여 도입

하였다. 이때 구속압이 균등하게 콘크리트부에 가해지도

록 하기 위해 바이스와 접촉면에 강재판을 추가로 설치

Fig. 2 Three-parameter failure envelope for steel-concrete

interface

Fig. 3 Illustration of three confining pressure in fail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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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체의 계면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실험체 상단에

Fig. 4(c)와 같이 로드셀을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

체의 변위는 콘크리트부의 상부, 중앙부, 하부에 각각 변

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상부에서 재하되는 하중에 의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콘크리트 깊이에 따라 계

측하였고, 콘크리트 하단부에는 LVDT를 설치하여 계면

상에 발생하는 슬립거동량을 계측하였다. Fig. 5는 이러

한 계측센서가 부착된 실험체의 실 형상을 보여준다.

3.3.2 실험체의 거동제어

바이스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크기의 구속압을 도입한

후에 슬립하중을 작용시킨 구속압을 받는 경우의 실험체

에는 계면의 파괴거동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부에 발

행하는 횡 방향 체적팽창이 억제되어 구속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구속압의 변화는 Fig. 4(b)에 보이는

강재판에 설치된 로드셀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계면의 경화거동 뿐만 아니라 연화거동까

지 관찰하기 위해 변위제어로서 수행하였다. 구속압이 0

인 순수전단슬립실험의 경우에 최대 하중점 이전의 변위

영역이 극히 짧음으로 인해 최대하중점을 계측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변위제어 방법 이외에 하중제어 방법을 별

도로 수행하여 측정된 최대하중 값을 비교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실험체에 작용하는 수직하

중은 1.0 mm/min의 변위속도로 재하하였으며, 콘크리트

하단부의 LVDT에서 계측된 슬립변위가 10 mm에 이르

렀을 때 충분한 슬립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종결하였다. 

4. 슬립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부착 슬립 실험

Fig. 6은 σN = 0, 0.2, 0.5, 1.0 MPa의 네 경우 구속압

의 경우에 대한 부착된 계면 상의 평균전단응력-슬립변

위(σTb− uTb)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평균전단응력은 수

직하중을 계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변위는

실험체의 콘크리트 하단부에 설치한 LVDT 로부터 계측

한 결과로서 나타내었다. 각 구속응력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평균전단응력과 평균잔류응력 및 모드 II 파괴에너

지 방출률 을 세 개 실험체의 평균값을 취하여 결정

하였다. 순수슬립실험의 경우로부터 얻어진 최대평균전

단응력 는 0.02 MPa이었으며, 대응하는 파괴에너지

방출률 는 0.012 N/mm이었다. 모드 II 파괴에너지는

Fig. 7에 보인 파괴에너지 방출률의 개념에 따라 실험으

로부터 얻은 전단응력-계면슬립변위 곡선으로부터 결정

Gfb

II

σTb

max

Gfb

II

Fig. 4 Schematic description of slip test 

Table 1 Mix proportion

Cement

(N/m
3
)

Water

(N/m
3
)

Fine

aggregate

(N/m
3
)

Coarse

aggregate

(N/m
3
)

W/C

(%)

Slump

(mm)

3,834 1,716 7,171 10,320 44.8 100

Fig. 5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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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g. 6으로부터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

단응력과 대응하는 계면슬립변위가 증가하며 또한, 연화

영역에서의 잔류응력의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속압의 증가에 따른 최대전단응력과 잔류응

력의 크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각각의 관계를 Fig. 8에

나타냈다. 그림의 관계로부터 구속압의 증가에 따라 최

대전단응력과 잔류응력이 거의 선형적 관계로서 증가하

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Fig. 7의 파괴에너지 방출률 개념에 따라 각

구속압의 경우에 대한 모드 II 파괴에너지 를 계산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모드 II 파괴에너지

와 σN구속압 간에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관계에 근거하여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

(2.345σN + 0.012) N.mm/mm
2
의 관계를 얻었다. 

 

4.2 비부착 슬립실험

Fig. 10은 구속압 σN = 0.5 MPa 및 1.0 MPa을 받는 비

부착계면 실험체의 평균전단응력과 슬립변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부착실험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전

단응력의 크기를 계산하였으며 슬립변위 또한 콘크리트

하단부에 설치된 LVDT를 사용하여 계측한 결과로서 나

타내었다. 비부착계면 실험체의 최대평균전단응력은 부착

계면실험체에 비해 0.5 MPa 구속압의 경우에 75%, 1.0 MPa

구속압의 경우에 70%의 감소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잔류응력 또한 0.5 MPa 구속압의 경우에 80%, 1.0 MPa

구속압의 경우에 67%의 정도로 비부착계면의 경우가 부

착계면의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부착계면의 경우가 부착계면의 경우에 비해

슬립저항성이 현저히 감소하며 감소정도는 구속압이 증가

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11은 두 구속압

의 경우에 대한 최대전단응력과 잔류응력의 크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구속압의 증가에 따라 최대전단응력과 잔

류응력의 수준이 거의 선형적인 관계로 증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부착계면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구속압의 증가에 따른 파괴에너지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Gfu

II

Gfb

II

Gfb

II

Fig. 6 Test results of bonded specimen

Fig. 7 Mode II fractur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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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착계면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속압 σN= 0.5 MPa

과 1.0 MPa 경우에 대해 모드 II 파괴에너지 을 계산

한 결과를 Fig. 12에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모드 II 파괴

에너지 와 구속압 σN간의 관계는 부착계면의 경우와

유사한 선형적 관계로서 관찰되며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

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 0.203σN의 관계를 얻었다.

4.3 구속압의 제어

구속압이 작용하는 경우의 실험체는 바이스에 의해 구

속압이 도입된 이후에 슬립하중 작용으로 인한 계면슬립

이 진행됨에 따라 콘크리트부에 발생하는 횡방향 체적팽

창이 바이스에 의해 억제되어 구속압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실험체의 횡방향 경계조건은 실험에서 가정된 일정

하중을 받는 경계조건이 아닌 일정 변위를 받는 경계조

건이 된다. 이러한 횡방향 경계조건 상의 문제는 원천적

으로 횡방향 구속응력이 유압식 서보(hydraulic servo)를

사용하는 하중제어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나 가용한 실험

장비의 제한성과 구속되는 횡방향 변위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바이스를 사용하는 일정

변위경계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구속압의 변화를 강재판에 설치된 로드

셀을 통해 계측하였으며, Fig. 13에 바이스를 통해 도입

된 각 구속압의 경우에 대한 구속압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구속압은 최대평균전단응력점까

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응력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며, 도입된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

라 경계조건문제로 인한 구속압의 변화 또한 증가하는

Gfu

II

Gfu

II

Gfu

II

Fig. 8 Maximum shear stress value and residual stress levels

for bonded 

Fig. 9 Mode II fracture energy G
II

fb for bonded specimen 

Fig. 10 Test result of unbond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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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계면슬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

단팽창현상(shear dilatancy)으로서 이해되며, 탄-소성론의

소성흐름론(plastic flow theory)에 근거할 때 최대응력점

이전까지의 거동에서 소성흐름은 경계조건으로 인한 구

속응력의 증가와 더불어 소성흐름의 법선방향성분이 감

소하는 방향으로, 파괴포락선에 수직인 방향각 보다 더

큰 방향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연화영역에서는 구속응력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결과

를 통해 소성흐름 방향은 최대응력점에서 형성된 방향으

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속압의 억제를 통해

실험으로부터 관찰된 결과는 탄-소성론에 근거하는 계면

구성모델링에서 구속압의 변화에 따른 소성흐름의 방향

결정을 목적으로 비상관(non-associated) 소성흐름법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성흐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성을 갖는다.

 

5. 결 론

강-콘크리트 계면의 거동을 정의하는 계면상수의 결정

을 목적으로 부착된 계면과 비부착된 계면에 대한 슬립

거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에 작용한 구속압은 계면

의 파괴를 규정하는 파괴포락선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

낮은 구속압과 중간정도 크기의 구속압을 고려하여 결정

하였으며, 각 구속압의 경우에 대해 슬립거동실험을 수

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평균전단응력과 잔류

응력의 수준은 선형적 관계로 증가하며 최대평균전

단응력점에 대응하는 변위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강도뿐만 아니라 연성도 역시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2) 비부착계면의 최대평균전단응력은 구속압 σN = 0.5

와 1.0 MPa의 경우에 부착계면의 75%와 70%로 각

각 감소하였으며, 잔류응력의 수준 또한 80%와 67%

로 각각 감소한 결과를 통해 비부착계면의 최대평

균전단응력 및 연화영역의 잔류응력의 크기는 구속

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착계면의 경우에 비해

Fig. 11 Maximum shear stress values and residual stress

levels for unbonded

Fig. 12 Mode II fracture energy G
II

fb for unbonded 

Fig. 13 Effects of lateral boundary condition on confining

pressure 



78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호 (2009)

현저히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정도는 구속압이 증가

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3) 부착계면의 모드 II 파괴에너지  및 비부착계면

의 모드 II 파괴에너지를 구속압의 크기로서 나타낸

결과 각각 2.345σN + 0.012와 0.203σN의 선형적 관

계를 얻었다. 

4) 바이스에 의해 구속압을 도입하는 경우에 실험체는

일정구속압 경계조건이 아닌 일정 변위 경계조건이

되어 슬립파괴거동의 진행 동안에 구속압은 증가하

게 되나 이러한 증가는 최대응력점에 도달한 이후

에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통해 계면슬

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단팽창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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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콘크리트 계면거동의 성질을 정의하는 계면변수를 파악하고, 구성모델의 성격을 정의하는 구성변수의 물

리적 특성 파악과 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강-콘크리트 계면에 대한 거동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성변수는 포괄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부착계면 뿐만 아니라 비부착계면의 거동까지 포함하기 위해 최근에 Mohr-Coulomb 파괴규준에 근거

하여 제안된 구성모델을 기준하여 결정하였으며, 구속압을 받는 계면의 취성으로부터 연성까지의 파괴거동 성질을 고

려하기 위해 낮은 구속압 및 중간크기의 구속압을 포함하는 네 종류의 구속압을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대평균전단응력과 잔류응력 및 모드 II 파괴에너지 방출률과 구속압 간의 관계는 각 경우가 선형적 관계에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이어지는 후속 논문에서는 해석적 방법에 의한 계면상수

값의 결정과 결정된 계면상수 값을 이용한 계면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계면상수 값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강-콘크리트 계면, 계면상수, 계면슬립실험, Mohr-Coulomb 파괴규준, 구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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