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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콘크리트 계면의 계면상수 결정 : 계면상수의 역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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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concrete interface were evaluated on the basis of experimental observations. The

properties included bond strength, unbounded and bonded friction angles, residual level of friction angle, mode I fracture energy,

mode II bonded fracture energy and unbonded slip-friction energy under different levels of normal stress, and shape parameters

to define geometrical shape of failure envelope. For this purpose, a typical type of constitutive model of describing steel-concrete

interface behavior was presented based on a hyperbolic three-parameter Mohr-Coulomb type failure criterion. The constitutive

model depicts the strong dependency of interface behavior on bonding condition of interface, bonded or unbounded. Values of the

interface parameters were determined through interpret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geometry of failure envelope and sensitivity

analysis.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that incorporates steel-concrete interface as well as material nonlinearities of concrete

and steel were performed to predict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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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거동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

석의 수행에 있어서 콘크리트 및 강재의 비선형거동을

묘사하기 위한 구성모델 이외에 강-콘크리트의 계면 상

으로 국부화되는 점진적 파괴거동을 묘사하기 위한 구성

모델이 추가로 요구된다. 강-콘크리트 계면거동의 수치해

석적 구성모델에 관한 연구는 Katona,
1)
 Plesha,

2)
 Stankowski

등,
3,4)

 Lotfi 등,
5)
 Carol 등,

6)
 Hajjar 등,

7)
 Soh 등,

8)
 Lei

등
9)
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다. Lagrange 승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는 Katona
1)
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Mohr-Coulomb 파괴규준을 적

용하여 파괴를 정의하고 모드 I 및 II 파괴에너지 개념

에 근거하는 소성일의 진행정도로서 계면으로 국부화되

는 소성진행을 묘사하고 있다. 고도의 소성흐름이론(plastic

flow theory)과 에너지 개념에 근거하여 이러한 구성모델

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변수의 적절한

값을 제시하기 위한 계면거동에 관한 실험은 Rabbat 등,
10)

Sahkir -Khalil,
11-13)

 Chajes 등,
14)

 Chiew 등,
15)

 Barnes 등
16)

을 포함한 몇몇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실험 결과의 부족으로 인해 해석 결과의 검

증과 지속적 연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계면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으로 구성되는 직교평면 상

에서 정의되는 강-콘크리트 계면은 계면법선과 접선방향

을 따르는 인장과 전단거동이 각각의 임계값에 도달한

이후에 파괴역학적으로 모드 I 탈부착거동과 모드 II 슬

립거동을 하게 된다. 계면의 부착 및 비부착 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슬립거동을 보여주고 있는 Rabbat 등
10)
과

Chiew 등
15)
의 계면슬립거동에 관한 실험결과를 고려할

때 계면 상의 슬립거동은 부착슬립거동과 비부착슬립거

동으로 구분된다. 계면의 거동은 계면의 부착상태뿐만 아

니라 계면법선방향 응력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또한 매

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계면의 거동성질을 정

의하는 계면상수의 결정을 위한 실험은 계면의 파괴모드

뿐만 아니라 계면의 부착조건 및 계면 구속압을 고려하

여야 한다.

계면의 부착상태에 종속적인 계면 상의 점진적 파괴성

질을 묘사하기 위한 계면구성모델이 주영태
17,18)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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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I 및 모드 II 파괴에너지 방출률로서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의 팽창과 수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제안되었다. 이 구성모델이 소성흐름이론과 파괴에너지

방출률로서 계면의 점진적 파괴를 제어하는 구성모델의

일반화된 수식화 표현임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구

성변수를 계면거동을 정의하는 계면 상수로 정의하고 계

면거동 실험의 수행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계면상수 값을 결정하였다.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계면상수 값을 결정하였다. 계면

상수로서는 부착강도, 부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 부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의 연화영역에서 잔류량의 크기, 모드 I

파괴너지, 부착 및 비부착 모드 II 파괴에너지, 파괴포락

선의 형상계수를 포함한 총 9개 구성상수를 고려하였다.

계면상수로서는 부착강도, 부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 부

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의 연화영역에서 잔류량의 크기,

모드 I 파괴에너지, 부착 및 비부착 모드 II 파괴에너지,

파괴포락선의 형상계수를 포함한 총 9개 구성상수를 고

려하였다.

2. 강-콘크리트 계면구성모델

2.1 계면의 구성관계

물체의 거동을 미소변형으로 한정하고 탄성변형과 소

성변형 및 탄성손실(elastic damage)로 구성되는 총 변형

에서 탄성손실을 무시하는 경우에 총 변형 은 탄성과

소성부분으로서 표현된다.

(1)

계면상의 임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계면거동을 근사화

하기 위해 Fig. 1에 보인 0-두께 계면유한요소(0-thickness

interface element)을 채택하는 경우에 국부좌표계에서의

응력-변위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 이고 아

래 첨자 L, M, N은 Fig. 1에서 국부직교좌표계의 방향을

각각 정의한다. 식 (2)에서 탄성상태를 정의하는 탄성연

산자 De는 국부좌표계의 각 직교방향에서의 강성으로서

직교방향에서의 성분만을 갖는 대각행렬로 정의된다.

(3)

콘크리트의 균열면이나 암의 절리 혹은 강-콘크리트의

계면과 같이 계면이 두께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식 (3)

의 각 성분 값은 대응하는 상대면으로의 침투를 방지하

기 위한 패널티상수(penalty parameter)로서의 기능을 갖

는다. 이와는 달리 계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갖는 조적

식구조체나 에폭시로서 콘크리트 균열면을 보강한 경우

와 같이 유한한 두께의 계면재를 갖는 경우에는 계면재

의 실제 물성값으로서 계면의 탄성성질을 정의하게 된다.

식 (3)의 대각행렬이 갖는 각 방향 성분과의 비연관성으

로 인해 탄성거동 하에서 계면의 거동은 전단거동에 의

한 체적팽창(dilation)이 허용되지 않는다. 

2.2 파괴규준

이 논문에서는 부착계면 뿐만 아니라 비부착계면의 비

탄성적 거동까지 포괄하기 위해 주영태
13,14)
에 의해 제안된

계면파괴규준을 채택하였다. 부착 및 비부착계면의 점진

적 파괴거동을 묘사하기 위해 계면 법선방향과 접선방향

을 따르는 두 응력의 함수로서 Mohr-Coulomb 의 파괴규

준에 근거하여 개발된 이 파괴규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서, 계면법선방향 응력, σT =계

면접선방향 응력이다. q = {b, k, φb}
T
는 계면의 내적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계수로서 b =부착계수, k =곡률계

수, φb =부착마찰계수를 각각 정의한다. 식 (4)의 파괴규

준에 의해 표현되는 파괴포락선은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쌍곡선 형상을 갖는다. 

주영태
13,14)
는 식 (4)에서 부착계면의 마찰계수를 정의

하는 부착마찰계수 φb를 비부착계면의 마찰계수를 정의

하는 비부착마찰계수 φu에 부착강도에 비례하는 부가적

마찰계수를 추가함으로서 정의하였다. 

(5)

여기서, φu는 비부착계면의 마찰계수, η는 부착계수의 크

기에 따라 마찰계수 크기의 변화를 정의하는 마찰변화계

수이다. Coulomb의 마찰 법칙에 따라 수직 구속력에 대

한 마찰력의 비로서 정의되는 식 (5)의 마찰계수는 비부

u·

u· u· e u· p+=

σ· De: u· u· p–( )=

σ σL σM σN, ,{ }T
= ue uL uM uN, ,{ }T=

De

DL 0 0

0 DM 0

0 0 DN⎝ ⎠
⎜ ⎟
⎜ ⎟
⎜ ⎟
⎛ ⎞

=

F σ q,( ) σT

2
φb

2
σN b–( )2 2k σN b–( )–{ }–=

σ σN σT,{ }T σN,= =

φb φu ηb+=

Fig. 1 Description of 8-node 0-thickness interfac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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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경우에는 1 보다 적으나 부착된 계면의 경우에는

Rabbot 등
10)
과 Chiew 등

15)
 이 실험을 통해 1보다 큰 값

을 관찰하였다. 

계면의 파괴는 파괴포락선의 최대상태를 점진적으로 수

축시키는 과정을 통해 묘사되며, 이러한 파괴포락선의 점

진적 수축은 세 계수 φ, b, k를 최대값인 φ
max

, b
max

, k
max
로

부터 잔류값인 φ
res

, b
res

, k
res
까지 점진적 감소를 통해 제

어한다. 세 계수의 점진적 감소 관계는 모드 I 파괴에너

지 과 모드 II 파괴에너지  및 소성일 WP의 함수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

여기서, β I과 β II는 모드 I, 모드 II 거동의 연화구간 형

상을 정의하며, γ는 곡률계수 k의 연화구간 형상을 각각

정의한다. 순수 탈부착거동과 비부착계면 상의 슬립거동

은 부착계면의 슬립거동을 정의하는 식 (6)에서 세 계수

φ , b, k의 관계를 각 거동 경우에 대한 파괴모드 및 에

너지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수정함으로써 묘사하였다.

2.2.1 탈부착거동 

모드 I 연화거동으로 정의되는 탈부착거동은 부착계수

b를 최대값 b
max
로부터 잔류값 b

res
로 소성일의 크기에 따

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로서 표현하였다.

 

(7)

 2.2.2 비부착슬립거동

계면 상의 슬립발생과 더불어 연화거동이 발생하고 이

후 잔류응력으로 수렴하는 비부착슬립계면의 거동과정을

정의한다. 이 거동의 과정에서 연화거동의 진행은 모드

II 소성일(WPT)의 함수로서 묘사하였다.

b = b
res

(8)

식 (6), (7) 및 (8)에서 모드 I 및 II 소성을 정의하는

WPN과 WPT는 계면상의 점진적 파괴진행과정을 제어하며

점증적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uPN과 uPT는 계면의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을 각각

따르는 소성변위를 각각 정의한다. 

2.3 탄-소성론에 근거한 수식화

계면의 슬립거동과 더불어 소성흐름(plastic flow)이 발

생할 때 소성흐름의 방향은 전단슬립거동실험에서 관찰

된 전단팽창(shear dilatancy)을 원인으로 파괴포락선 상

의 접선방항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가정하는 상관소성흐

름(associated plastic flow)의 방향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횡방향 구속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단팽창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소성흐름방향을 비상관소성흐름법

칙(non-associated plastic flow theory) 에 근거하여 결정

하였다. 이 경우에 소성흐름의 방향을 정의하는 소성변

위벡터 는 소성흐름의 크기를 정의하는 소성승수(plastic

multiplier) 와 소성흐름의 방향을 정의하는 소성흐름벡

터 m으로서 표현된다. 

(10)

슬립변위 의 발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응력의 변화를

의 탄성응력으로 가정하여 현재시점 t = tn+1에

서 응력의 변화량 을 고려한 총 응력 를

계산하고 직전시간 t = tn에서 일관성 조건(consistency condition)

을 만족한 식 (4)의 파괴포락선 관계식에 을

대입하여 F > 0으로서 일관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

우에 소성흐름이 발생한다. 이때 소성승수 을 계산하

기 위해 식 (4)를 Taylor의 급수 확장을 이용하여 선형으

Gf

I
Gf

II

b b
res

b
max

b
res

–( ) 1 βI

 WPN

Gf

I
----------– βII

WPT

Gf
b

II
----------–

⎝ ⎠
⎜ ⎟
⎛ ⎞

×+=

φb φ
res

φb

max
φ

res
–( ) 1 α

WPT

Gfb

II
----------–

⎝ ⎠
⎜ ⎟
⎛ ⎞

ηb+×+=

k k
res

k
max

k
res

–( ) 1 γ 
WPT

Gfb

II
----------–

⎝ ⎠
⎜ ⎟
⎛ ⎞

×+=

b b
res

b
max

b
res

–( ) 1 βI

WPN

Gf

I
----------– βII

WPT

Gfb

II
----------–

⎝ ⎠
⎜ ⎟
⎛ ⎞

×+=

φb φu

max
ηb+=

K K
max

=

φb φ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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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ree-parameter failure envelop for steel-concrete interface



78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호 (2009)

로 확장하면 의 선형화된 일관성조건을 만

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1)

여기서, 등가소성변위 는 Euclidean norm으로서 식

(10) 으로부터 의 관계로서 정의되며, 식 (2)

와 (10)을 (1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소성승수 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12)

여기서, 파괴포락선 상의 직교벡터 이고, 소

성흐름벡터 이며, Q는 소성 포텐셜을 정의

하고, 경화계수 H는 연쇄미분법을 통해 다음의 관계로

서 계산된다. 

(13)

 
전단슬립의 진행과 더불어 계면의 팽창은 계면잔류물

에 의한 마찰과 계면상에 작용하는 구속압의 작용으로

인해 억제된다. 이 경우에 소성흐름방향을 m = n의 상관

소성흐름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과도한 체적팽창을 야기

하게 되며 이러한 체적팽창 문제는 파괴포락선 상에서

법선응력 σ 및 전단응력 τ 방향을 따르는 각 그라디언

트(gradient) 성분 가운데 법선응력 방향을 따르는 그라

디언트 성분 값이 수치해석 상에서 지나치게 큰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이 논문에서는

Lee and Willam
19)
에 의해 제안된 상관소성흐름의 방향으

로부터 법선방향 성분을 법선방향 응력의 크기와 소성상

태의 진행정도에 따라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소성흐

름의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소성

흐름의 방향 m = { }
T
을 구성하

는 각 성분 값을 다음의 관계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14)

여기서, 비상관성가중계수(non-assiciativity intensity parameter)

fI = {(σN - σIP) / σIP}
2
로 나타냈으며, σIP는 비상관성변곡

계수(non-associativity inflection parameter)로서 실험 혹은

민감도해석을 통해서 결정된다.

식 (10)과 (12)를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응력 와

변위 의 관계를 결정하는 탄-소성 연산자(elastic-plastic

tangent operator) Dep는 다음의 관계로서 결정된다.

(15)

3. 계면 구성계수 값의 결정

이 논문에서 설명된 계면구성모델을 구성하는 마찰계

수의 최대 및 잔류 값인 φ
max
와 φ

res
, 비부착계면 및 부착

계면 모드 II 파괴에너지 G
II

fu와 G
II

fb , 모드 I 파괴에너지

G
I

f , 마찰변화계수 η , 부착강도 b
max

, 곡률계수의 최대값

k
max

 및 비상관변곡계수 σIP를 포함하는 총 9개의 구성계

수 값을 실험 결과의 분석과 파괴포락선의 역학적 및 기

하학적 성질을 통해 결정하였다. 계면파괴실험은 구속압

의 변화에 따른 계면거동의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σN = 0, 0.2, 0.5, 1.0 MPa의 네 경우 구속압 경우를 고려

하였으며, 부착계면과 비부착계면의 거동차이에 대한 관

찰을 목적으로 부착계면에 대한 파괴실험을 먼저 수행한

후에 분리된 계면에 대한 비부착계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각 구속압에 대응하는

최대전단응력 및 잔류응력과 모드 II 파괴에너지를 요약

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구성변수에 대한

민감도 해석 및 파괴포락선의 기하학적 관계에 근거하는

해석적 방법을 통해 제시된 9개 계면상수 값을 결정하

고 계면실험체에 대한 계면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얻

어진 예측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결정된 구

성변수 값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비부착계면의 마찰계수 φ u
max
및 비부착계면 모드 II

파괴에너지 방출률 G fu
II

마찰계수는 Fig. 2의 파괴포락선 상에서 기울기를 의

미하므로 Table 1로부터 구속압 σN = 0.5과 1.0 MPa의 두

경우에 대응하는 두 최대평균전단응력 = 0.25 MPa

과 = 0.5 MPa 간의 차와 구속압 간의 차에 대한 비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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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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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nded and unbonded test results

Conf. pressure 

(MPa)
Type

Max. shear

stress (MPa)

Residual 

stress (MPa)

Mode II fracture

energy (N·mm/mm
2
)

0
bon. 0.019 0.000 0.012

unbon. - - -

0.2
bon. 0.164 0.120 0.446

unbon. - - -

0.5
bon. 0.361 0.246 1.213

unbon. 0.250 0.176 0.109

1.0
bon. 0.879 0.527 2.350

unbon. 0.503 0.33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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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최대 마찰계수 값 = 0.47을 얻었다.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두 구속압의 경우에 대한 연화영역

에서의 평균잔류전단응력 간의 차에 대한 구속압 간의

차에 대한 비로부터 잔류마찰계수 φ
res

= 0.33을 얻었다.

모드 II 파괴에너지 는 Table 1에 보인 각 구속압

경우에 대해 계산된 파괴에너지 방출률을 선형회귀분석

함으로서 법선응력에 관한 1차 함수로서 = 0.203σN

의 관계를 얻었다. 

2) 곡률계수 k
max

 및 부착강도 b
max

부착강도 b
max
를 결정하기 위한 모드 I 인장실험은 접

착제를 사용하여 하중판에 콘크리트를 접착시킨 후 강재

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중판을 인장하는 방법으로 수

행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최대응력점 이전 영역의 변

위가 극히 작아 실험장치의 유압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

려우며 또한 기계적 오차 및 하중방향의 비직교성 문제

등을 원인으로 순수한 모드 I 파괴형태로 실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드 I 인장실험에

대한 수행 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 방

법 대신에 파괴포락선의 기하학적 형상에 근거하는 이론

적 방법을 통해 곡률계수의 최대값 k
max
와 부착강도 b

max
를

결정하였다. 

구속응력 σN에 대응하는 계면의 최대전단응력이  일

때 Fig. 3에서 점근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착마찰계

수 는 전단강도 , 구속응력 σN, 부착강도 b
max

 및 곡

률계수 최대값 k
max
를 사용하여 

= 의 기하학적 관계로 나타내진다. 부착강도 b
max
를

결정하기 위해 이 관계식에 식 (5)의 와

Rabbat 등
10)

 및 Chiew 등
15)
의 실험 결과에 대한 민감도해

석을 통해 얻은 k
max

= b
max

/ 2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b
max
에 관

한 2차 방정식을 

의 관계로서 얻게 된다.

이 관계식에 실험결과로부터 결정된 각 계수값과 Chiew

등
15)
의 실험 결과에 대한 민감도해석을 통해 결정된

η = 6.5을 대입하여 0.03 MPa 및 0.015 MPa의 부착강도

b
max

 및 곡률계수 k
max
를 각각 얻었다. 

3) 모드 I파괴에너지 방출률 , 부착계면 모드 II 파

괴에너지 방출률 , 비상관성변곡계수 σIP

모드 I 파괴에너지 방출률 은 계면에 직교하는 법

선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하여 계측된 응력-변위 관계곡선

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으나 해석적 방법을 통해 부착강

도 b
max
를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이 값을 사용하는 민감

도 해석을 통해 얻어진 응력-변위 관계곡선으로부터 =

0.2 N.mm/mm
2
의 값을 얻었다.

부착계면의 모드 II 파괴에너지 방출률 는 Table 1

에 보인 각 구속압 경우에 대해 계산된 파괴에너지 방

출률을 선형회귀분석하여 법선응력에 관한 1차 함수로

서 표현되는 = (2.345σN + 0.012)N·mm/mm
2
의 관계를

얻었다. 비상관성변곡계수 σIP의 값은 각 구속압의 경우

와 부착계면 및 비부착계면의 계면부착조건을 고려한 민

감도 해석을 통해 σIP = −0.25 MPa을 얻었다. 

이상에서 결정된 구성변수 값을 Table 2에 정리하였으

며 Rabbat 등
10)

, Sahkir -Khalil
11-13)

 및 Chiew 등
15)

 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주영태
17,18)
에 의해 결정된 값을 비

교하였다. Table 2에서 부착 계면 마찰계수 φb의 연화구

간 형상계수 α, 부착계수 b의 모드 I 및 II 연화구간 형

상계수 βI 및 βII, 곡률계수 k의 연화구간 형상계수 γ에

대한 1.0, 50.0, 1.0, 1.0의 값은 민감도해석을 통해 주영

태
18)
에 의해 결정된 값으로서 각 계수가 부착 및 곡률계

수의 연화구간 형상을 정의 하는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

음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특별한 수정 없이 동일한

값으로서 적용하였다.

4. 실험 결과의 예측

계면거동 실험 결과와 파괴포락선의 기하학적 형상 및

민감도해석을 통해 결정된 Table 2의 구성계수 값을 사

용하여 I 편에서 수행된 계면거동실험결과를 계면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예측하였다. 폭 200 mm, 높이 200 mm, 두

께 10 mm의 강재판 사이에 폭 160 mm, 높이 150 mm,

φ u

max

Gfu
II

Gfu
II

σTb
max

σb
max σTb

max

φ b

max σN b
max

k
max

+ +( )

σTb
max

φ b

max
φ u

max
ηb

max
+=

η b
max( )

2
φ u

max
η σN k

max
+( )+{ }b

max
+

φ u

max
σN k

max
+( ) σ Tb

max
–+ 0=

Gf
I

Gfb

II

Gf
I

Gf
I

Gfb
II

Gfb
II

Table 2 Parameter values of steel-concrete interface

Parameters Present Joo (2005)

φu
max

0.47 0.7

φ
res

0.33 0.57

b
max

 (MPa) 0.030 0.096

k
max

 (MPa) 0.015 0.048

η (MPa) 6.5 6.5

α 1.0 1.0

βI 50.0 50.0

β II 1.0 1.0

γ 1.0 1.0

σIP (MPa) −0.25 −0.25

Gf
I

 (N·mm/mm
2
) 0.2 0.2

Gfb
II

(N·mm/mm
2
) 2.345σN + 0.012 10.0

Gfu
II

(N·mm/mm
2
) 0.203σN 0.32Fig. 3 Geometrical description of interfa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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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60 mm의 콘크리트가 타설된 계면실험체의 형상은

Fig. 4와 같다. 

해석 대상 실험체의 콘크리트는 8절점 brick 요소로서

강재판은 4절점 평판요소로서 계면은 8절점 0-두께 계면

요소를 사용하여 각각 유한요소모델링하였다. 콘크리트

와 강재 및 계면의 재료비선형성은 네 계수 파괴포락선

에 근거한 3차원 탄소성 구성모델
20)
과 von Mises 파괴규

준에 근거한 탄소성 구성모델 및 이 논문에서 서술된 계

면의 탄소성구성모델에 따라 각각 모델링하였다.
18)

 

Figs. 5와 6은 σN = 0.2, 0.5, 1.0 MPa의 구속압을 받는

부착계면 실험체와 σN = 0.5, 1.0 MPa의 두 종류 구속압

을 받는 비부착계면 실험체에 대해 각 구속압에 대한 계

면해석을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를 실험 결과와 각각 비

교하였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는 계면의 부착조건에

관계없이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평균전단응력과

잔류응력의 크기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착

계면에 대한 Fig. 5에서 최대전단응력은 구속압이 낮은

σN = 0.2 MPa의 경우에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

에 비해 12% 정도 크게 예측하고 있으나, 구속압이 증

가함에 따라 두 결과는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속압의 크기에 따른 최대전단응력 값의 변화는 마찰계

수 값의 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이에 관련한 보다

정교한 실험의 수행을 통해 예측 값의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s. 5와 6에서 최대전단응력에 대응하는 변위의 크기

는 유한요소해석의 경우가 실험에 비해 작은 값으로 예

측하고 있는데 이는 식 (3)의 계면 접선방향과 법선방향

을 각각 따르는 강성계수 DT 및 DN의 값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이 두 값의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Fig. 4 Description of test specimen

Fig. 5 Comparison of test and predition results for bond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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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다양한 수치해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접한 재료의 탄성계수 가운데 작은 값의

10배 정도를 DN값으로 사용하며, DT는 DN의 1/100 정도

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큰 값의 강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해의

정확도는 높일 수 있으나 해석상의 수렴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갖게 되며, 작은 값의 강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의 수렴성은 높일 수 있으나 해석상의 정확도가 떨어

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

가 또한 요구된다. 

5. 결 론

강-콘크리트 계면의 성질을 정의하는 계면상수의 물리

적 성질을 분석하고 크기를 결정하였다. 계면상수의 크

기는 부착 및 비부착계면조건을 고려하고 구속압을 달리

하는 실험 결과와 파괴포락선의 형상 및 민감도해석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계면상수 값에 근거하여 실

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내

용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계면의 부착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도의 장비 및

실험기술을 요구하는 직접인장 실험을 수행하는 대

신에 구속압을 받는 전단슬립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적 방법을 통해 계면의 부착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수행된 실험에 대한 부착강도

의 예측에 적용하였다.

2) 부착계면과 비부착계면에 대한 각각의 마찰계수 및

모드 II 파괴에너지 방출률은 구속압을 받는 조건

하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등으로 인해 강재판과 콘크리트 간의 계

면이 분리되는 경우나 하중작용 등에 의해 슬립거

동을 경험한 계면에 대한 거동해석 등의 경우에 계

면조건을 고려하는 해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 부착계면 마찰계수 최대값 는 비부착계면 마

찰계수 최대값 로부터 파괴포락선의 형상에 근

거하는 의 관계를 사용하여 결

정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비부착계면으

로부터 부착계면까지 계면의 부착상태를 고려하는

구성모델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4) 결정된 계면상수를 적용하여 강재판 사이에 콘크리

트가 타설된 강-콘크리트 계면실험체의 거동해석을

위한 계면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와의 비교를 통해 상수값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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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콘크리트 계면의 성질을 대표하는 부착강도, 부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 부착 및 비부착 마찰계수의 연화

영역에서 잔류량의 크기, 모드 I 파괴에너지, 부착 및 비부착 모드 II 파괴에너지, 파괴포락선의 형상계수를 포함한 총

9개 계면상수의 값을 계면거동실험결과와 파괴포락선의 기하학적 형상 및 구성모델을 이용하는 민감도 해석을 통해 결

정하였다. 계면의 거동이 계면의 부착상태뿐만 아니라 계면법선방향 응력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

므로 계면상수 값의 결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압의 크기와 부착 및 비부착 계면조건을 고려하였다. 강재판 사이에 콘크

리트가 타설된 강-콘크리트 계면실험체의 거동해석을 위한 계면유한요소해석을 결정된 계면상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

으며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상수값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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