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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발전소는 구조물 특성상 대량의 대구경 철근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과밀배근은 경제
성 저하, 매설철물 간섭 및 콘크리트 시공품질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원전구조물에 고
강도철근(Gr.80)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실험적 연구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가 동시에 진
행중에 있다. 휨철근 등 주철근의 경우 최근에 개정된 ACI 349-13에 Gr.80 철근의 사용이 허용되었으
나, 전단철근의 사용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안전성관련 구조물에 고강도철
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Gr.60에서 Gr.80으로 조정하는 코드개정
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벽체와 보의 전단성능평가 실험결과를 ACI 349 Committee에 발표하고 코
드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코드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외기술기준의 변경이 결코 쉬
운 작업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실험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추가실험
을 마무리한다면 원전구조물의 고강도철근 적용을 위한 코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서론

원전구조물은 구조물 특성상 대량의 대구경 철근
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과밀배근이 매설철
물과의 간섭 등 콘크리트 시공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구조물에 고강도 전단철근
(Gr.80)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구조실험 연구
와 코드개정 연구가 진행중이다. 2013년도에 ACI
349-13에 따라 휨철근 등 주철근은 Gr.80까지 사용
할 수 있으나, 전단철근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원전구조물에 고강도 전단철근을 사용하기 위해 수
행된 ACI 349 코드개정 추진현황을 간략히 소개하
고자 한다.
2. ACI 349 전단철근 요건 검토

원전 안전성관련 구조물에 적용되는 ACI 349-13
의 11.4항 “Shear strength provided by shear
reinforcement”와 21.1.5항 “Reinforcement in special
moment frames and special structural wall”에 전
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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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체실험 결과분석

벽체의 전단내력을 확인하기 위한 전단파괴 실험
체와 벽체의 연성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휨항복 파괴
실험체로 구분하여 각 파괴모드별로 3개의 형상비
(0.5/1.0/2.0)를 변수로 Cyclic 하중을 가해서 벽체의
구조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5. ACI 349 코드개정(안)

ACI 349-13에 규정된 기존의 설계기준식은 유지
하고, 60,000psi(420Mpa)로 제한된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제한기준을 80,000psi(550Mpa)로 상향조정
하는 코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ACI 349 코드개정(안)

[표 1] 파괴모드별 실험결과 요약표

전단파괴 (휨항복전 파괴)

휨파괴 (휨항복후 파괴)

사인장/사압축 파괴
연성능력 (Ductility)
1.32 ～ 2.0
1.98
1.31 ~ 1.62

휨항복후 콘크리트 압괴
연성능력 (Ductility)
Gr.80 ≒ Gr.60
Gr.80<Gr.60

파괴
모드

형상비
1.0
0.5
2.0

4. 보실험 결과분석

6. 결론

Gr.60과 Gr.80 전단철근을 사용한 보(Beam)의 전
단성능평가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
다. 고강도철근을 사용하여도 전단내력, 평균 및 최
대 균열폭 모두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전구조물에 Gr.80(550MPa) 고강
도 전단철근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개정(안)을 도출하
고 이를 뒷받침할 실험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부터 ACI 349 Committee에서 코드개정을 위한 본격
적인 논의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기
되는 추가 보완실험을 마무리하여 차기 개정판 발행
시기에 맞춰 코드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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