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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도 강 을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강재의 국부

좌굴을 방지할 수 있어 축압축 항에 유리하다. 특히 강재 앵

을 매입한 PSRC기둥(prefabricated steel-reinforced concrete 

column)의 경우, 인장  압축을 받는 고강도 앵 을 기둥 바깥

쪽에 배치함으로써 단면 휨 항성능을 키울 수 있다. 한 고강

도 앵 을 사용한 PSRC기둥의 횡보강재는 심부 콘크리트를 횡

구속하므로 최 강도 이후 안정 인 연성거동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강도 강재의 항복변형률은 일반 강재에 비하여 증가하므로 

강재 항복 이 에 콘크리트 압괴가 선행할 수 있다. 따라서, KBC 

2016에서는 설계기 항복강도가 450 MPa를 과하는 매입형 합

성기둥에 하여 압축강도 산정시 피복콘크리트의 기여를 포함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횡구속을 통해 심부 콘크리트의 연

성을이 확보되지 않은 매입형 합성기둥에서는 고강도 강재 용

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설계기 항복강도   = 690 

MPa인 고강도 강재가 사용된 매입형 합성기둥의 압축 항성능

을 연구하 다.

 

2. 압축실험 계획

횡보강상세가 다른 6개의 PSRC기둥 실험체 P1～P6를 만들고 

심축 압축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 참조). PSRC기둥단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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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400 mm × 400 mm이고, 순길이는   = 1200 mm이다. 주

보강재로 사용된 수직 앵 의 단면치수와 심부콘크리트를 구속하

는 횡보강 상세를 주 실험변수로 고려하 다. P1  P2는 각각 

앵  L-120×120×6  L-90×90×6 4개를 단면의 네 모서리에 배

치하 다. P1과 P2의 순 피복두께는 50 mm이고 앵  비로 인

해 심부콘크리트는 표면의 20%  40% 만이 피복콘크리트와 일

체 타설되었다. 수직 앵 은 두께 3.2 mm, 비 40 mm의 수평 

띠 을 사용하여 200 mm 간격으로 연결하 다. 앵 과 띠 은 

볼트 1개를 슬립이 발생되지 않는 마찰 합으로 연결하 다.

P3과 P4는 주 앵 과 띠  상세는 P1  P2와 동일하다. 다만 

콘크리트의 순피복두께를 30 mm로 여서 더 넓은 심부 콘크리

트를 확보하고, 횡구속효과를 높이기 해 앵 과 띠  연결볼트

를 매입깊이 50～75 mm 장볼트로 변경하 다. P5  P6은 앵  

L-55×55×6 8개를 수직앵 로 사용하 다. 횡구속 효과를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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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실험체 단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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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하여 외각후 를 설치하고 심부 콘크리트를 가로지르는 

띠 을 추가로 배치하 다.

6 mm 두께의 고강도 앵 과 3.2 mm 두께의 수평 띠  항복강

도는 각각   = 718 MPa  347 MPa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 30 MPa로 조사되었다.

3. 실험결과

P1과 P2의 경우 압축변형   = 3 mm (압축변형률 0.0025)에

서 최 강도   = 6142  5362 kN에 도달하 고, 이후 피복콘

크리트가 열되면서 강도가 격히 감소하 다. 장볼트를 사용

한 P3의 경우 실험최 강도가 상강도보다 작았는데, 이는 최

강도 발생시 에서 횡구속효과가 크지 않아 심부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가 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띠 의 변형률 

한 항복변형률보다 작았다.

심부 콘크리트 면 을 키운 P3과 P4의 경우 P1  P2와 거의 

동일한 압축거동을 보 다. 압축강도 한 심부 콘크리트 면  

증가에도 불구하고 P1  P2와 유사하 는데, 이는 피복 콘크리

트 열 시 에서 고강도 앵 은 항복변형률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심부 콘크리트의 횡구속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P5

와 P6의 경우, 최 강도   = 6304  5862 kN은 증가된 변형

상태(압축변형률 0.0029)에서 발생하 고, 이후 콘크리트 피복 

괴에 의한 격한 강도 하가 뒤따랐다. 하지만 최 강도의 약 

85% 수 을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며 압축변형률 0.0083에서

도 괴되지 않았다.  

  

4. 결 론

 고강도 앵 을 용한 PSRC기둥의 경우 최 압축강도가 발

되는 극한한계상태는 KBC2016에서 제시된 것과 다르다. 즉 

PSRC기둥에서는 고강도 앵 이 항복하기 이 인 약 0.002～
0.0025 mm/mm수 의 압축변형률에서 최 강도에 도달하 다. 

이는 고강도 앵  PSRC기둥의 충분한 하 재하능력  연성능

력을 확보하기 해선 피복 콘크리트 열이후 앵 의 좌굴방지

와 심부 콘크리트 횡구속효과를 키워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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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buckling after large axial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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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하 -변 비 계  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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