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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를 측정하였다. 하중과 변위는 인장응력과 변형률로 각각

[표 1] Mixture proportion of ECC
Unit :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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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0.165

PVA
(Vol.%)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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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였으며 인장응력-변형률 관계를 [그림 2]에 표기하였
다. 최적배합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인성 섬유복합체인 ECC는
1축인장에서 뚜렷한 변형률 경화거동이 발생하였으며, 균열

(HPMC), 공기량 분산을 위한 소포제(De-foamer)를 혼화제로

폭이 아주 작은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실험체의 파

사용하였다.

괴형태는 1축인장응력이 증가하여 실험체의 균열강도에 도달
하면서 첫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변형구
간에서는 안정상태의 미세균열이 실험편 전체에 분산되면서

2.2 ECC의 인장성능 평가

01. 서론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은 고층화, 대형화, 장
지간화 됨에 따라 고성능 콘크리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경제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강재와 함께 건설 분
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인

한 기둥부재를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험을 통한 내진거동 변화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진하중과 같은 횡력이
작용할 경우 내력과 연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둥 및 교각과
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을 증진 시키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Hyun, 2016).

장강도 및 휨강도는 압축강도의 1/10 ~ 1/6 정도로 낮아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취성(brittle) 재료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료로서 최근

기둥부재에 적용하기 위한 ECC의 1축인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부의 파괴를 방
지하면서 직접인장 실험체에 균일한 1축 인장하중이 가해지
도록 dog-bone 형태의 인장 실험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체는 타설 후 28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여 24
시간 건조를 마친 후 UTM을 이용하여 1축 인장하중을 가력
하였으며, 실험체 중양부 80mm 좌우 대칭인 구간에 변위계

02. 사용재료 및 실험 방법

(LVDT)를 설치하여 하중과 함께 실험체에 발생하는 실시간의
[그림 1] ECC coupons and uniaxial tension test

변형률 경화거동이 관찰되었다. 이후, 응력이 실험체의 최대
인장강도를 초과될 때 발생된 균열에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의
폭이 커지면서 파괴되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특성
은 [표 2]에 표기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직접인장 실험체
의 최대 변형률은 3.0 ~ 3.5%를 보여 평균 3.2%의 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일반 콘크리트의 인장 변형률 0.01%에
비하여 약 300배 이상의 인장 변형성능에 해당된다.
또한, ECC는 초기균열 이후 미세한 다수 균열이 발생함과 동
시에 변형률 경화거동을 나타내므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인장 조건하에서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고인성 섬유복합체(Engineered

2.1 사용재료

Cementitious composite; 이하 ECC)가 있다.

기둥 부재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ECC는 마이크로역학과 안정상태균열이론을 바탕으로 시멘

ECC는 시멘트계 모르타르 매트릭스에 합성 섬유를 혼입함으

트 매트릭스에 1.5~2%의 섬유를 혼입하여 1축 인장하중 조건

로써 일반 콘크리트의 취성적인 성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에서 다중미세균열(multiple cracking) 특성을 발현하게 된다.

이 재료는 인장변형률 2% 이상을 갖는 고인성 재료이고 인

초기 균열이 발생하면 혼입된 단섬유가 가교작용을 하면서 즉

장변형이 발생할 때 다수의 미세 균열(multiple micro cracks)

시 파괴에 도달하지 않고 2차, 3차 균열을 유도하여 다수의 균

이 발생하며 균열폭을 100μm 이하로 제어하는 우수한 균열

열이 발생하게 된다.

제어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ECC에는 밀도

다수의 균열이 발생된 후에도 변형률 증가와 함께 응력이 함께

3.15g/cm3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 (OPC)를 사용하였고, ECC

실험체는 총 높이 2,640mm 이며, 기둥 단면치수 300mm ×

증가하는 변형률 경화(strain-hardening)가 발생하게 된다.

의 일반적인 골재로 사용하는 규사(평균입경 130μm) 대신 순

300mm, 가력판이 부착되는 기둥 머리 400mm × 400mm

환재료 중 하나인 플라이애시(FA)를 혼화재료로 결정하여 배

이고, 기둥과 연결된 기초부 치수는 900mm × 900mm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Fischer(2002, 2003)는 반복가력 조
건에서 ECC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을 통해 내력 및
연성능력의 향상, 부재단면의 감소 등 내진 성능 향상을 확인
한 바 있으며 Salahuddin(2014)은 보-기둥 접합부에 ECC를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03. 부재 제작 및 실험 방법
3.1 개요

[그림 2] Measured tensile stress-strain curves

실험체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3], [표 3]에 표기하였다. 기둥

700mm로 제작하였다.

합에 사용하였다. 섬유로는 밀도 1.30g/mm3, 직경 39㎛ 인
12mm의 표면처리된 PVA 단섬유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취

RC-C1 실험체는 ECC-C series 실험체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성적인 성질을 개선 시키고자 하였다.

실험체로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 MPa, 주철근은 8개의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극한강도 및 에너지 소산능력 향상

또한, ECC 배합으로는 [표 1]에 표기한 바와 같이 물-결합재비

등의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치환길이 변화에 따

(W/B) 88%, 플라이애시/결합재비(FA/B) 280%, PVA 혼입률

른 철근콘크리트 부재 거동에 관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을 2%로한 배합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멘트 매트릭스의 유동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성힌지가 발생

성 증가와 배합 시 혼입 섬유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감

할 가능성이 큰 기둥-기초 접합부에 ECC의 치환 길이를 변화

수제(PCSP), 재료분리 방지를 위한 셀룰로오즈계 분리저감제

70

향상되어 ECC를 기둥실험체에 적용할 경우 높은 에너지 소산

D13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띠철근은 D10 철근을 기초부로부
[표 2] Material properties of ECC

터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cracking Ultimate tensile Maximum
Compressive First
strain
Material strength
strength (MPa) tensile
(MPa) strength
(%)
(MPa)
ECC

20

2.2

3.1

3.2

ECC실험체의 경우 기초부는 일반 콘크리트 21 MPa를 적용하
였고 기초부와 연결된 기둥과 기둥머리 부분은 평균 인장변형
률 3.2%, 압축강도 21 MPa의 EC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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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둥부재를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험을 통한 내진거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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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부재에 적용하기 위한 ECC의 1축인장 성능을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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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골재로 사용하는 규사(평균입경 130μm) 대신 순

300mm, 가력판이 부착되는 기둥 머리 400mm × 400mm

환재료 중 하나인 플라이애시(FA)를 혼화재료로 결정하여 배

이고, 기둥과 연결된 기초부 치수는 900mm × 900mm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Fischer(2002, 2003)는 반복가력 조
건에서 ECC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을 통해 내력 및
연성능력의 향상, 부재단면의 감소 등 내진 성능 향상을 확인
한 바 있으며 Salahuddin(2014)은 보-기둥 접합부에 ECC를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03. 부재 제작 및 실험 방법
3.1 개요

[그림 2] Measured tensile stress-strain curves

실험체의 형상 및 제원은 [그림 3], [표 3]에 표기하였다. 기둥

700mm로 제작하였다.

합에 사용하였다. 섬유로는 밀도 1.30g/mm3, 직경 39㎛ 인
12mm의 표면처리된 PVA 단섬유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취

RC-C1 실험체는 ECC-C series 실험체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성적인 성질을 개선 시키고자 하였다.

실험체로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 MPa, 주철근은 8개의

보강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극한강도 및 에너지 소산능력 향상

또한, ECC 배합으로는 [표 1]에 표기한 바와 같이 물-결합재비

등의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치환길이 변화에 따

(W/B) 88%, 플라이애시/결합재비(FA/B) 280%, PVA 혼입률

른 철근콘크리트 부재 거동에 관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을 2%로한 배합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멘트 매트릭스의 유동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성힌지가 발생

성 증가와 배합 시 혼입 섬유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감

할 가능성이 큰 기둥-기초 접합부에 ECC의 치환 길이를 변화

수제(PCSP), 재료분리 방지를 위한 셀룰로오즈계 분리저감제

70

향상되어 ECC를 기둥실험체에 적용할 경우 높은 에너지 소산

D13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띠철근은 D10 철근을 기초부로부
[표 2] Material properties of ECC

터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cracking Ultimate tensile Maximum
Compressive First
strain
Material strength
strength (MPa) tensile
(MPa) strength
(%)
(MPa)
ECC

20

2.2

3.1

3.2

ECC실험체의 경우 기초부는 일반 콘크리트 21 MPa를 적용하
였고 기초부와 연결된 기둥과 기둥머리 부분은 평균 인장변형
률 3.2%, 압축강도 21 MPa의 EC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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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tails of test column (unit : mm)

[그림 4] Test setup for cyclic loading on column

이 발생하였고 하중이력이 증가함에 따라 휨균열의 개수가 점

ECC의 치환 길이가 변화하는 ECC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모든

차 증가하였다. 이후 drift ratio 1%에 도달할 때까지 균열의 발

실험체에서 RC-C1 실험체와 동일하게 수평변위 4.4mm(drift

생 없이 실험체에 발생한 기존 균열의 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ratio 0.25%)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기초부부터

보였으며 drift ratio 1.5%에 도달한 후 추가적인 휨 균열이 발

450mm를 ECC로 치환한 ECC-C1 실험체의 경우, 수평변위의

생하면서 기초-기둥 접합부에서 콘크리트 피복의 박리가 시

증가와 함께 ECC 구간에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drift ratio

작되었다. drift ratio 2%에서 최대 내력에 도달 한 이후 소성

1.0%에서 기초부부터 800mm 높이 구간에 4개의 큰 휨 균

힌지 구간에서 발생한 전단균열의 진전과 함께 박리되는 콘크

열이 발생하였다. 하중의 증가와 함께 더 이상의 휨균열은 발

리트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drift ratio 2.5%에서 균열폭

생하지 않았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은 구간에 발생한 휨균

증가와 함께 급격한 하중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 싸이

열의 폭이 증가하였다. 변위의 증가와 함께 기둥 내력이 감소

클에 도달한 drift ratio 3%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종료

였으며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기둥 기초부

후 기둥기초부터 가력부까지 총 7~8개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터 기둥 전구간에서 총 9~10개의 휨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림 5] Cyclic lateral loading history by displacement control

ECC-C2 실험체의 경우 기둥 기초부터 900mm 구간에서
10~ 11개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

[그림 6] Crack patterns after test

은 기둥 구간에서는 3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최대내력
은 ECC-C1 실험체보다 2~3kN 정도 높게 측정 되었으며
ECC-C1 실험체와 동일한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
하였다.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기
둥의 전 구간에 18~20개의 다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
[표 3] Types of column specimen

며 RC-C1과 같은 전단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ECC를 각

Specimen

Replacement length(H) of
ECC (mm)

Longitudinal bars

RC-C1

-

8-D13/ D10@100

ECC-C1

450

8-D13/ D10@100

ECC-C2

900

8-D13/ D10@100

ECC-C3

1,940

8-D13/ D10@100

3.2 실험방법
반복가력실험은 [그림 4]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기초 부분을

각 450mm, 900mm 치환한 ECC-C1, ECC-C2 실험체보다
실험시작 시 축방향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체에 축압축

ECC-C3, 실험체의 균열개수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강도의 10%를 일정하게 축하중으로 재하한 후 실험을 진행하

이 결과는 ECC의 치환으로 휨응력이 기둥 전단면에 골고루

였다.

분포하여, 균열폭의 집중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횡방향 변위는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의 비인 drift

		

(a) RC-C1

(b) ECC-C1

ratio(%)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횡방향 하중을 가력하였다.

4.2 반복이력거동

각 단계별 drift ratio는 Fig. 5와 같이 매회 2 싸이클씩 정가력

반복가력 실험을 진행한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그림 7]에 나

과 부가력의 반복하중을 변위제어 방식으로 재하 하였으며 최

타내었다. 우선,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

대 24 싸이클을 진행하였다.

평변위 4.3mm, 하중 14.2kN에서 실험체에 초기균열이 발생
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내력이 증가하여 수평변위 17.2mm,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경 50mm의 원형 강봉을 실험
체의 기초부분에 볼트로 조이고 기초판과 기둥 머리 부분의

하중 23.6kN에서 기둥-기초 접합부에 배근된 인장측 축방향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였다. 인장측 철근 항복이후 하중이 증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정착하였다. 실험체에 축하중을 재

04. 기둥 실험결과 및 분석

하하기 위하여 3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실험

4.1 균열 및 파괴양상

32.2kN으로 측정되었다. 최고하중 이후 내력이 급격히 감소

체 상부에 고정하였다. 압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횡방향

[그림 6]은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RC-C1과 ECC-C series 실험

하여 0.8Pmax로 떨어지는 시점인 수평변위 52.2mm에서 실험

하중을 가력하기 위해 5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였

체의 실험종료 후 균열 및 파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준 실

고 가력판과 기둥 상단부를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였다.
72

험체인 RC 실험체의 경우 drift ratio 0.25%에서 초기 휨 균열

가하여 수평변위 33.0mm에서 RC-C1 실험체의 최대내력은

을 종료하였다.
		

(c) ECC-C2

(d) EC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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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tails of test column (unit : mm)

[그림 4] Test setup for cyclic loading on column

이 발생하였고 하중이력이 증가함에 따라 휨균열의 개수가 점

ECC의 치환 길이가 변화하는 ECC 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모든

차 증가하였다. 이후 drift ratio 1%에 도달할 때까지 균열의 발

실험체에서 RC-C1 실험체와 동일하게 수평변위 4.4mm(drift

생 없이 실험체에 발생한 기존 균열의 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ratio 0.25%)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였다. 기초부부터

보였으며 drift ratio 1.5%에 도달한 후 추가적인 휨 균열이 발

450mm를 ECC로 치환한 ECC-C1 실험체의 경우, 수평변위의

생하면서 기초-기둥 접합부에서 콘크리트 피복의 박리가 시

증가와 함께 ECC 구간에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drift ratio

작되었다. drift ratio 2%에서 최대 내력에 도달 한 이후 소성

1.0%에서 기초부부터 800mm 높이 구간에 4개의 큰 휨 균

힌지 구간에서 발생한 전단균열의 진전과 함께 박리되는 콘크

열이 발생하였다. 하중의 증가와 함께 더 이상의 휨균열은 발

리트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drift ratio 2.5%에서 균열폭

생하지 않았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은 구간에 발생한 휨균

증가와 함께 급격한 하중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 싸이

열의 폭이 증가하였다. 변위의 증가와 함께 기둥 내력이 감소

클에 도달한 drift ratio 3%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종료

였으며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기둥 기초부

후 기둥기초부터 가력부까지 총 7~8개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터 기둥 전구간에서 총 9~10개의 휨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림 5] Cyclic lateral loading history by displacement control

ECC-C2 실험체의 경우 기둥 기초부터 900mm 구간에서
10~ 11개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며, ECC가 치환되지 않

[그림 6] Crack patterns after test

은 기둥 구간에서는 3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최대내력
은 ECC-C1 실험체보다 2~3kN 정도 높게 측정 되었으며
ECC-C1 실험체와 동일한 drift ratio (3.5%)에서 실험을 종료
하였다.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기
둥의 전 구간에 18~20개의 다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으
[표 3] Types of column specimen

며 RC-C1과 같은 전단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ECC를 각

Specimen

Replacement length(H) of
ECC (mm)

Longitudinal bars

RC-C1

-

8-D13/ D10@100

ECC-C1

450

8-D13/ D10@100

ECC-C2

900

8-D13/ D10@100

ECC-C3

1,940

8-D13/ D10@100

3.2 실험방법
반복가력실험은 [그림 4]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기초 부분을

각 450mm, 900mm 치환한 ECC-C1, ECC-C2 실험체보다
실험시작 시 축방향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체에 축압축

ECC-C3, 실험체의 균열개수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강도의 10%를 일정하게 축하중으로 재하한 후 실험을 진행하

이 결과는 ECC의 치환으로 휨응력이 기둥 전단면에 골고루

였다.

분포하여, 균열폭의 집중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횡방향 변위는 높이에 대한 수평방향 변위의 비인 drift

		

(a) RC-C1

(b) ECC-C1

ratio(%)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횡방향 하중을 가력하였다.

4.2 반복이력거동

각 단계별 drift ratio는 Fig. 5와 같이 매회 2 싸이클씩 정가력

반복가력 실험을 진행한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그림 7]에 나

과 부가력의 반복하중을 변위제어 방식으로 재하 하였으며 최

타내었다. 우선,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

대 24 싸이클을 진행하였다.

평변위 4.3mm, 하중 14.2kN에서 실험체에 초기균열이 발생
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내력이 증가하여 수평변위 17.2mm,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직경 50mm의 원형 강봉을 실험
체의 기초부분에 볼트로 조이고 기초판과 기둥 머리 부분의

하중 23.6kN에서 기둥-기초 접합부에 배근된 인장측 축방향
철근이 항복에 도달하였다. 인장측 철근 항복이후 하중이 증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정착하였다. 실험체에 축하중을 재

04. 기둥 실험결과 및 분석

하하기 위하여 3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실험

4.1 균열 및 파괴양상

32.2kN으로 측정되었다. 최고하중 이후 내력이 급격히 감소

체 상부에 고정하였다. 압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횡방향

[그림 6]은 반복하중 재하에 따른 RC-C1과 ECC-C series 실험

하여 0.8Pmax로 떨어지는 시점인 수평변위 52.2mm에서 실험

하중을 가력하기 위해 5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였

체의 실험종료 후 균열 및 파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준 실

고 가력판과 기둥 상단부를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였다.
72

험체인 RC 실험체의 경우 drift ratio 0.25%에서 초기 휨 균열

가하여 수평변위 33.0mm에서 RC-C1 실험체의 최대내력은

을 종료하였다.
		

(c) ECC-C2

(d) EC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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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yclic lateral load-displacement responses of column
specimens

(a) RC-C1

[표 4] Test result of cyclic loading condition
Initial crack

이러한 결과는 일반콘크리트를 타설한 RC-C1 실험체의 접합

이 결과를 통해, 부재의 소성힌지부에 ECC를 사용할 경우 변

부 콘크리트는 단면손실이 발생되었지만 ECC를 적용한 실험

형률 경화거동 및 미세균열 발생으로 인해 부재의 내력 및 변

체의 경우 ECC의 재료적 특징인 연성파괴, 변형률 경화거동

형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 확인하였다.

등에 의해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이 유실되지 않고 저

Rebar yielding

Maximum load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4.3

14.2

17.2

23.6

33.0

32.2

ECC-C1

4.4

14.8

18.2

24.4

38.2

32.8

4.3 강성감소 특성

ECC-C2

4.3

15.3

18.6

25.7

40.6

35.2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

ECC-C3

4.5

16.6

21.4

29.4

52.5

41.5

체의 초기강성은 안정적으로 초기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4.4 에너지 소산능력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기 전의 탄성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에너지 소산능력 평가는 지진과 같은 지속적인 하중이 발생

부가력 조건에서도 정가력 거동과 유사한 수평변위 4.31mm,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수평변위에서 최대 수평변위 및 이에

할 경우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반

하중 15.2kN 시점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수평변

해당하는 하중과 원점과의 기울기의 비를 통해 수평변위 증

복하중 도입에 따른 각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

위 17.2mm, 하중 24.1kN에서 인장부에 배근된 축방향 철근이

가에 따른 초기 강성감소 값을 분석하였다. 탄성구간을 기준

기 위해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을 [그림 9]에 도시

항복에 도달하였으며 최고하중의 경우 34.6kN으로 수평변위

으로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을 1.0으로 정의하여 수평변위 증

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drift ratio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흡수

33.5mm에서 측정되었다. 정가력 거동과 유사하게 부가력에

가에 따라 감소하는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비율을 분석한 결

량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누적 에너지 소산

서도 최대내력 이후 전단균열로 발생한 콘크리트 박리로 인하

과 RC-C1 실험체는 ECC-C1, ECC-C2 실험체와 비교할 경우

량은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45.6 kNᆞm, 부가력 48.9

여 단면의 손실과 함께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수평변

Drift ratio 2.0% 구간까지 유사한 감소비율을 보였다. RC-C1

kNᆞm으로 측정되었다.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

위 52.4mm, -31.9kN의 하중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drift ratio 2% 이후 감소하

대내력 이후 수평하중 저항성능이 향상되어 에너지 소산능

는 강성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취성적인

력이 증가하였는데 EC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19%, 부가

일반콘크리트로 보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CC를 보강

력 21%가 향상되었고 ECC-C2 실험체는 정가력 36%, 부가력

14.8kN 시점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초기 균열 발생 후

한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이후

41% 향상되었다. ECC를 기둥부 전체에 보강한 ECC-C3 실험

수평변위 18.2mm, 24.4kN에서 배근된 보강철근이 항복하였

RC-C1 실험체와 비교할 때 강성감소 저항 능력이 우수한 것

체는 기준실험체인 RC-C1 실험체보다 정가력 122%, 부가력

고 최대내력은 수평변위 38.2mm 시점에서 최대하중 32.8kN

을 알 수 있다.

128% 향상되어 2.2배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 소산성능 향상을

으로 측정되었다. ECC-C1 실험체의 경우 RC-C1 실험체와 최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앞서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ECC로 단면을 보강할 경우

대내력은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최대내력 시점에서의 수평

기술한 RC-C1, ECC-C1, ECC-C2 실험체보다 우수한 강성감소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내진성능에 있어 큰 향상을

변위는 약 5mm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CC-C2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체는 ECC-C1 실험체보다 ECC를 450mm를 추가 타설하

[그림 8] Cyclic stiffness degradation of each specimen

[그림 9]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of each specimen

Specimen

Disp.
(mm)

RC-C1

ECC-C1 실험체는 ECC를 기초부에서 450mm 보강한 실험체
(b) ECC-C1

체와 대조적으로 급격한 하중저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다. 정가력 조건에서 ECC-C1 실험체는 수평변위 4.4mm,

항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ECC의 적용은 기둥-기초 접합부
의 강성감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총 900mm 길이의 ECC를 보강한 실험체이다. 초기균열과
(c) ECC-C2

축방향 철근의 항복 시점은 각각 수평변위 4.3mm, 18.6mm
에서 측정 되었으며 최대내력은 ECC-C1 실험체보다 7.3
%(2.4 kN)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CC-C3 실험체는 기초부를 제외한 기둥 전 구간
을 ECC로 치환한 실험체로서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평변위
4.5mm 시점인 하중 16.6kN에서 기둥에 초기균열이 발생하
였다. 보강철근의 항복은 수평변위 21.4mm에서 29.4kN의 하
중에서 발생하였다. ECC-C3 실험체의 경우 최고하중은 수평
변위 52.5mm에서 측정되었으며 최고하중 이후 RC-C1 실험

(d) EC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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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yclic lateral load-displacement responses of column
specimens

(a) RC-C1

[표 4] Test result of cyclic loading condition
Initial crack

이러한 결과는 일반콘크리트를 타설한 RC-C1 실험체의 접합

이 결과를 통해, 부재의 소성힌지부에 ECC를 사용할 경우 변

부 콘크리트는 단면손실이 발생되었지만 ECC를 적용한 실험

형률 경화거동 및 미세균열 발생으로 인해 부재의 내력 및 변

체의 경우 ECC의 재료적 특징인 연성파괴, 변형률 경화거동

형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 확인하였다.

등에 의해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이 유실되지 않고 저

Rebar yielding

Maximum load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4.3

14.2

17.2

23.6

33.0

32.2

ECC-C1

4.4

14.8

18.2

24.4

38.2

32.8

4.3 강성감소 특성

ECC-C2

4.3

15.3

18.6

25.7

40.6

35.2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

ECC-C3

4.5

16.6

21.4

29.4

52.5

41.5

체의 초기강성은 안정적으로 초기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4.4 에너지 소산능력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기 전의 탄성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에너지 소산능력 평가는 지진과 같은 지속적인 하중이 발생

부가력 조건에서도 정가력 거동과 유사한 수평변위 4.31mm,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수평변위에서 최대 수평변위 및 이에

할 경우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반

하중 15.2kN 시점에서 초기 휨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수평변

해당하는 하중과 원점과의 기울기의 비를 통해 수평변위 증

복하중 도입에 따른 각 실험체의 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

위 17.2mm, 하중 24.1kN에서 인장부에 배근된 축방향 철근이

가에 따른 초기 강성감소 값을 분석하였다. 탄성구간을 기준

기 위해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을 [그림 9]에 도시

항복에 도달하였으며 최고하중의 경우 34.6kN으로 수평변위

으로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을 1.0으로 정의하여 수평변위 증

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drift ratio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흡수

33.5mm에서 측정되었다. 정가력 거동과 유사하게 부가력에

가에 따라 감소하는 각 실험체의 강성감소 비율을 분석한 결

량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누적 에너지 소산

서도 최대내력 이후 전단균열로 발생한 콘크리트 박리로 인하

과 RC-C1 실험체는 ECC-C1, ECC-C2 실험체와 비교할 경우

량은 R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45.6 kNᆞm, 부가력 48.9

여 단면의 손실과 함께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수평변

Drift ratio 2.0% 구간까지 유사한 감소비율을 보였다. RC-C1

kNᆞm으로 측정되었다.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

위 52.4mm, -31.9kN의 하중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drift ratio 2% 이후 감소하

대내력 이후 수평하중 저항성능이 향상되어 에너지 소산능

는 강성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취성적인

력이 증가하였는데 ECC-C1 실험체의 경우 정가력 19%, 부가

일반콘크리트로 보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CC를 보강

력 21%가 향상되었고 ECC-C2 실험체는 정가력 36%, 부가력

14.8kN 시점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초기 균열 발생 후

한 ECC-C1, ECC-C2 실험체의 경우 최대내력에 도달한 이후

41% 향상되었다. ECC를 기둥부 전체에 보강한 ECC-C3 실험

수평변위 18.2mm, 24.4kN에서 배근된 보강철근이 항복하였

RC-C1 실험체와 비교할 때 강성감소 저항 능력이 우수한 것

체는 기준실험체인 RC-C1 실험체보다 정가력 122%, 부가력

고 최대내력은 수평변위 38.2mm 시점에서 최대하중 32.8kN

을 알 수 있다.

128% 향상되어 2.2배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 소산성능 향상을

으로 측정되었다. ECC-C1 실험체의 경우 RC-C1 실험체와 최

ECC를 기둥부 전구간에 적용한 ECC-C3 실험체의 경우, 앞서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ECC로 단면을 보강할 경우

대내력은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나 최대내력 시점에서의 수평

기술한 RC-C1, ECC-C1, ECC-C2 실험체보다 우수한 강성감소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내진성능에 있어 큰 향상을

변위는 약 5mm 증가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CC-C2

저항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체는 ECC-C1 실험체보다 ECC를 450mm를 추가 타설하

[그림 8] Cyclic stiffness degradation of each specimen

[그림 9]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of each specimen

Specimen

Disp.
(mm)

RC-C1

ECC-C1 실험체는 ECC를 기초부에서 450mm 보강한 실험체
(b) ECC-C1

체와 대조적으로 급격한 하중저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다. 정가력 조건에서 ECC-C1 실험체는 수평변위 4.4mm,

항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ECC의 적용은 기둥-기초 접합부
의 강성감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총 900mm 길이의 ECC를 보강한 실험체이다. 초기균열과
(c) ECC-C2

축방향 철근의 항복 시점은 각각 수평변위 4.3mm, 18.6mm
에서 측정 되었으며 최대내력은 ECC-C1 실험체보다 7.3
%(2.4 kN)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CC-C3 실험체는 기초부를 제외한 기둥 전 구간
을 ECC로 치환한 실험체로서 정가력 조건하에서 수평변위
4.5mm 시점인 하중 16.6kN에서 기둥에 초기균열이 발생하
였다. 보강철근의 항복은 수평변위 21.4mm에서 29.4kN의 하
중에서 발생하였다. ECC-C3 실험체의 경우 최고하중은 수평
변위 52.5mm에서 측정되었으며 최고하중 이후 RC-C1 실험

(d) ECC-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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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 접합부를 ECC로 치환하
였을 때 기둥의 반복가력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ECC 치환길이를 변화한 기둥 실험체를 제작하여 반복가력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체의 균열패턴을 분석한 결과, ECC-C series 실험체에
서는 다수의 균열이 관찰되었고, ECC의 치환길이가 증가할수
록 미세균열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ECC
의 치환으로 휨응력이 기둥 전단면에 골고루 분포하여, 균열
폭의 집중을 방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반복이력거동 분석을 수행한 결과, ECC-C series 실험체는
RC-C1 실험체와 비교하여 급격한 하중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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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며
토목공사에서 기초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중
에 말뚝공법이 있다. 말뚝은 재료에 따라 기성말뚝(PHC, 강관
말뚝, 합성말뚝)과 현장타설말뚝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시공방
법에 따라 타입공법, 매입공법, 현장타설공법으로 구분된다.

않는 연성적인 거동을 발현하였다. 또한, 우수한 변형성능과

현장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비교

내력 향상을 보였는데 변형률 경화 거동으로 대표되는 ECC의

분석하여 말뚝의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높은 연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본 내용에서는 시공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말뚝기초공법 설

3)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콘크리트를 ECC로 대체할 경우, 에너

계 변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있으며, 설계상 문제가 없더라도 대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공기가 지연되어 공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설계상 과실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설
계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성 향상
을 야기시킬 수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1] 본선 토공구간 시공순서
① 프리로딩을
통한 과재
쌓기

② 연약지반
안정화

③ 터파기 후
배수구조물
설치

④ 계획고까지
재성토

지 소산능력이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보다 2.2배 이상으로

시공순서를 보면 프리로딩(과재쌓기) 후 배수구조물 설치순

증가하여 보다 우수한 내진성능 향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서로 되어있다. 계획고를 포함한 과재쌓기 높이는 11m, 24개

판단된다.

02. 설계부터 시공까지

월동안 존치된다. 프리로딩이 전체 구간의 90%정도로 높은

2.1 설계단계의 이해

비중을 차지하므로 공기산출 시 공기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게

토목공사 중 도로에 계획되는 교량의 설계단계를 사례로 들어
보려고 한다. 신설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민원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노선계획안이 작성된다. 이후 예
비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로 넘어가
게 된다. 설계의 최종단계로 기본설계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
선이 확정된다. 최종노선이 확정되고 하천 및 도로를 횡단하
는 교량이 계획된다. 지반(시추) 및 측량조사를 추가로 수행하
게 되고, 특히 교량의 교각이 계획된 위치는 시추조사가 되었
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최적화 된 경

된다. 착수전 합동답사에서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3자가 모
여 설계사는 지반안정화를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발주처는
시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며, 시공사는 시공성 향상
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대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설계계획시
연약지반에 설치가 가능한 선설치 구조물을 시공성을 고려해
계획하였다면 시공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상기
사례처럼 설계와 시공의 관점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의 구성이 완료되면 상부공법 등 교량의 세부설계가 진행되
고, 전 과정에서 공법 및 설계에 관한 심의를 통해 설계내용의
질적 향상과 시공성 향상를 도모하고 있다.

03.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법 적용
3.1 말뚝공법의 적용

76

2.2 설계와 시공의 관점

말뚝공법은 많은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으나 적용방법은 구조

말뚝기초공법 변경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시공

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며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도 당연

방법의 변경보다 시공을 하다보면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히 달라지게 된다. 여기에 현장의 시공여건도 고려되어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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