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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HPC 교량의 긴장재 부식에 관한 신뢰성 기반 성능 평가 및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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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endon corrosion reliability in KICT-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K-UHPC) bridges is assessed and predicted 
considering uncertainties in flexural bending capacity and corrosion occurrence. In post-tensioning bridge systems, corrosion is a one of 
most critical failure mechanisms due to strength reduction by it. During the entire service life, those bridges may experience lifetime 
corrosion deterioration initiated and propagated in tendons which are embedded not only in normal concrete but also in K-UHPC. For this 
reason, the time-variant corrosion performance has to be assessed. In the absence of in-depth researches associated with K-UHPC tendon 
corrosion, a reliability-based prediction model is developed to evaluate lifetime corrosion performance of tendon in K-UHPC bridges. In 
2015, KICT built a K-UHPC pilot bridge at 168/5~168/6 milestone on Yangon-Mandalay Expressway in Myanmar, by using locally 
produced tendons which post-tensioned in longitudinal and lateral ways of K-UHPC girders. For an illustrative purpose, this K-UHPC 
bridge is used to identify the time-variant corro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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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또는 강재로 건설되는 대부분의 교량은 사

용 중에 성능 저하를 경험한다. 특히, PSC(Prestressed 
Concrete) 교량에서의 철근 또는 프리스트레스 긴장재

의 부식은 종종 교량 부재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매설되어 있는 철근의 부식은 

염화물이 그 경계면에 축적되어 콘크리트 내의 높은 

알칼리성이 중성화되는 화학적인 작용1), 염해의 존재, 
현장시공 시 시공 모르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하기 시작하며,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 균열 발생, 내구

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부식 성

능 평가를 통한 교량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1985년과 1992년에 각각 발생한 영국 Ynys-y-Gwas 

bridge와 벨기에 Malle bridge의 긴장재 부식(e.g., pitting 
corrosion)에 의한 갑작스런 붕괴 이후, PSC 교량에서 

긴장재 부식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량의 생애주기 유지

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부식은 일반 콘

크리트에 비해 수밀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KICT)에서 개발한 압축강도 180 MPa 이상

인 초고성능 콘크리트(K-UHPC)내의 프리스트레스 긴

장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애주

기 성능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K-UHPC 교량의 부식 

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긴장재 부식은 재료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기반 성능 평가 기법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K-UHPC 교량의 생애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 콘크리트 교량에 국한된 철근 또는 긴장재 부식

에 대한 신뢰성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2,3,4,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성 접근법을 이용한 

K-UHPC 교량에서의 긴장재 부식에 대한 생애주기 성

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불확실성을 고려한 프리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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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긴장재 부식손상 모델에 Monte Carlo Simulation 
(MCS) 기법을 적용하여 부식개시시간을 결정하였으며, 
긴장재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변수를 사용하여 

K-UHPC 거더의 휨성능에 대한 생애주기 신뢰성 평가

를 수행하였다. 
최근, KICT의 SUPER Structure 2020 연구단은 

K-UHPC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일환으로서, 미얀마 

건설부와 공동으로 미얀마 현지에 K-UHPC 시험교량

을 건설하였다6). 본 K-UHPC 교량의 프리스트레스 긴

장재 부식에 대한 생애주기 성능 변화를 조사하기 위

하여 신뢰성 기반 생애주기 성능 평가 모델을 작성하

였으며, 이를 통해 K-UHPC 교량의 긴장재 부식에 따

른 휨성능에 대한 기대수명을 예측하였다. 

2. KUHPC 긴장재 부식에 관한 신뢰성 평가

K-UHPC 교량의 생애주기 동안에 발생 가능한 프리

스트레스 긴장재 부식에 관한 재료 및 환경적 요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

해 K-UHPC 교량의 휨모멘트 성능에 관한 신뢰성 평가 

및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 해석 기법을 제시하

였다. 

2.1 PSC 콘크리트 교량의 긴장재 부식

Woodward(2001)7)에 따르면 영국의 447개소의 PSC 
콘크리트 교량에서 발생한 긴장재 부식의 47%가 시공 

과정에서의 그라우트 공극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량의 전면적인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긴장재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해 그라우트로 덕트 속을 완전히 메우

고 있으나, 그라우트의 충전이 불량하거나 경화된 그

라우트의 균열 및 공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장재의 

부식으로 내구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그라우

트 공극과 함께 미세균열의 발생은 공기, 물, 염화물질 

등의 유해물질의 통로가 되므로 강연선의 부식을 초래

할 수 있다8). 
일반적으로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부식 개시시간

(Ti in years)은 식(1a)로부터 유도된 식(1b)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9,10). 

   ∙



erf∙

  (1a)

    




erf

 
 (1b)

여기서, C(x, t) = t 시간(year)에서 콘크리트 표면으

로부터 x 깊이(mm)에서의 염화물 함유량, Co = 콘크리

트 표면의 염화물 함유량(g/mm3), D = 콘크리트의 염

소이온 확산계수(mm2/year), Cth = 임계 염화물함유량

(g/mm3), erf[·] = 오차함수(error function)이며, 일반적으

로 Co와 D는 실험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
부식에 의한 긴장재 손실율이 전체 표면적에서 일정

하다고 가정할 때, 부식 진행 시간경과에 따른 긴장재

의 단면적(Apt, mm2) 변화는 식(2)11)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 

, t ≥ Ti (2)

여기서, n = 긴장재의 수, Dpt,o = 부식개시 전 긴장재

의 지름(mm), rcorr = 긴장재의 부식 진행율(mm/year). 

2.2 KUHPC 교량의 긴장재 부식 확률적 모델

일반 그라우트에 비해 유동성이 탁월한 K-UHPC 그
라우트를 사용하는 경우, 긴장재 부식의 주요 원인인 

그라우트 공극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상대

적으로 수밀성이 우수하여 염화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Scheydt 등(2008)12)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pH 지수별 UHPC에서 발생하는 부식손상은 일

반콘크리트(Normal Concrete; NC)에 비해 대략적으로 

50% ~ 6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 
참조), 부식 깊이와 관련된 회귀분석함수(Regression 
function)가 유도되었다. 

Scheydt 등(2008)12)이 유도한 회귀분석함수를 토대로 

K-UHPC의 부식률 산정식(3)을 새로이 유도하였으며, 
이는 식(2)를 사용하는 일반콘크리트와의 긴장재 단면

Fig. 1. Corrosion depth of UHPC and normal concrete, C30/37 
(taken from Scheydt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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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α = 1) 비교에 사용된다. 

  

 ∙ ∙ 

 (3)

여기서, α는 주어진 pH 지수에서 시간(t = year) 경과

에 따른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K-UHPC의 부식영향계

수로 정의되며 식(4a-c)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κ는 

Scheydt 등(2008)12)의 실험 결과에서 계산된 부식깊이

의 오차와 회귀분석함수로 유도된α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평균, E(κ) = 1.0과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OV(κ) = 0.1을 갖는 대수 정규밀도 함수(lognorm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로 가정하였다. 

pH ∙ (4a)

pH ∙ (4b)

pH ∙ (4c)

K-UHPC에 매립된 긴장재의 부식률(rcorr)은 그라우

팅이 밀실하게 충전되었다는 가정 하에 평균 0.0762 
mm/year13)에 30%의 변동계수를 가진 대수 정규밀도 

함수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E(rcorr)은 Sagüés 등(2003)14)

이 제시한 0.05 ~ 2.0 mm/year 범위 내에 있다. 일반콘

크리트의 경우, pH 지수에 따라 변화하는 긴장재의 부 

Table 1. Lognormal random variables for tendon corrosion in 

K-UHPC bridge5,8,11,12,13)

Random variables
K-UHPC Mean value of 

Normal Concrete at 
pH = 1, 3, 5Mean value COV

Diffusion coefficient, D 
(mm2/year) 0.6318) 0.1

366.46 at pH1

142.02 at pH3

109.68 at pH5

Surface chloride 
concentration, Co (g/mm3) 1.3E-058) 0.1 0.15

Threshold chloride 
concentration, Cth (g/mm3) 1.2E-068) 0.14 0.04

Corrosion rate of tendon, 
rcorr (mm/year) 0.076213) 0.3

1.246 at pH1

0.187 at pH3

0.112 at pH5

Depth from the K-UHPC 
(or NC) surface, x (mm) variable 0.2 variable

Initial diameter of tendon, 
Dpt,o (mm) variable 0.02 variable

식률12)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Table 1 참조). 식(1b)와
MCS 기법을 사용하여 식(3)에 포함된 부식개시시간(Ti 
in years)의 E(Ti)와 COV(Ti)를 추정하였다.K-UHPC 교
량의 긴장재 부식에 대한 주요 확률변수는 위의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3 KUHPC 긴장재 부식의 신뢰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콘크리트가 아닌 초고성능 콘크

리트인 K-UHPC 거더의 긴장재 부식에 따른 휨강도의 

성능 저하를 조사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뢰성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K-UHPC 교량의 휨성능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위한 한계상태함수식(limit state function)
은 아래와 같이 정식화 될 수 있다. 

 ∙max
 ∙    max

(5)

여기서, e는 공칭 휨모멘트 Mn의 산정 시 발생 가능

한 오차(error factor)로 E(e) = 1.0과 COV(e) = 0.05를 

갖는 대수 정규밀도 함수로 가정하며, Mmax는 고정하

중과 활하중에 대한 모멘트 값(MPa)이다. fpy는 공칭 

휨강성에서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평균 항복강도이

며, d는 거더 표면(compression side)에서 긴장재 중심

부까지의 유효길이(mm)이다. a(t)는 식(6)에 나타난 바

와 같다. 

′ 
  (6)

여기서, f′c는 K-UHPC의 압축강도(MPa)이며, b는 

거더의 유효너비(mm)이다. 
일반적으로 파괴확률(Pf)과 신뢰성지수(β)는 다음의 

식(7)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7a)

  
   (7b)

여기서, Φ[·]는 표준 정규 누적 분포함수이다. 본 연

구에서 Mn(강도)과 Mmax(하중)가 대수정규밀도함수(i.e., 
ln Mn과 ln Mmax는 lognormal에서 정규분포된다고 가정

됨)이며, 상호 물리적 관계가 아닌 통계적으로 독립적

인(statistically independent) 관계라고 가정하였다. 생애

주기동안의 K-UHPC 긴장재의 부식에 대한 신뢰성해

석 절차는 Fig.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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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variant corrosion reliability analysis of KUHPC.

3. 적용 사례

본 연구에서 제안한 K-UHPC 신설 교량의 긴장재 

부식에 대한 확률적 모델과 신뢰성 접근법을 사용하여 

생애주기 신뢰성 평가 및 예측을 수행하였다. 대상교

량은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상 168마일 지점

에 위치한 Ka Thae Myaung 교량으로, K-UHPC 기술을 

적용하여 2015년 10월에 편도 2차선 확폭구간을 완공

하였다(Fig. 3 참조).

Fig. 3. KUHPC bridge construction in Myanmar.

3.1 KUHPC 교량 개요

미얀마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K-UHPC 거더 제작, 
재료 배합, 타설 및 강도 실험에 이르기까지 K-UHPC 
기술 적용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완료한 후, 양곤-만달

레이 고속도로 상 확폭용 설계 압축강도 180 MPa 이
상의 K-UHPC 교량을 설계하였다. 교량의 제원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s. 4와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K-UHPC 교량은 총 4개의 π-형 거더로 구성되며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K-UHPC 설계지침15)에 근

거하여 설계되었다. 내측 거더의 높이는 1.067 m이고 

0.084 m인 긴장재의 피복두께는 신뢰성 해석에서 상수

로써 취급되었다. 또한 계산된 내측 거더의 최소 유효

너비(b)는 1.626 m이다. 휨응력과 축력을 받는 프리스

트레스 K-UHPC 부재의 허용응력 설계에서 선형탄성

거동이 가정되었으며, K-UHPC 설계지침(2014)15) 및 

AASHTO LRFD 규준(2007)16)은 구조 설계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해 각각 사용되었다. 이를 토대로, 설계하중 

및 하중 조합 등이 결정되었으며, 긴장재를 사용한 

K-UHPC 부재 설계는 KICT 설계지침의 PS 규준을 따

랐다. 긴장재의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2. K-UHPC bridge details in Myanmar

Number of girders Bridge length Bridge width Girder height

4 pi-girder 12.192 m (40′) 6.679 m
(21′-11″)

1.067 m
(3′-6″)

Fig. 4. Elevation view of KUHPC bridge (including the 

existing normal concrete bridge section).

Fig. 5. Section detail of π-girder with longitudinal tend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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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prestressed tendon

Diameter of 
strand

Yielding stress of 
strand, fpy

Area of strand Modulus of 
elasticity

15.2 mm 
(0.6″)

1,600 MPa 
(232 ksi)

98.71 mm2/strand 
(0.153 in2/strand)

200 GPa 
(29,000 ksi)

3.2 MCS에 의한 긴장재 부식개시시간 예측

최근 미얀마에 건설된 K-UHPC 교량에서 프리스트

레스 긴장재의 부식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식(1b)
와 MCS을 사용하여 부식개시시간을 예측하였다. 식

(1b)의 주요 확률 변수들에 대한 통계치는 Table 1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외부 환경 또는 외력에 의

한 K-UHPC의 초기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

였다. Figs. 6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K-UHPC 긴장재

의 부식개시시간은 평균적으로 1,303년 이후에 발생하

며 변동계수 0.429를 갖는 대수 정규밀도 분포로 추정

되었다. 변동계수를 고려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식개

시가 대략 227년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Fig. 6. Estimation of corrosion initiation time by MCS.

Fig. 7. Estimation of corrosion initiation distribution.

와 같은 결과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인 K-UHPC의 시멘

트 경화체 조직이 매우 밀실하여 우수한 염해 저항성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8). 

3.3 KUHPC 긴장재 부식 신뢰성 평가 및 예측

앞서 K-UHPC의 부식관련 물성치(Table 1 참조)를 

사용하여 추정한 K-UHPC 긴장재의 부식개시가 불확

실성 중에 최소 227년이 경과한 후에나 발생하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K-UHPC 거더의 생애주기 휨성

능 저하는 긴장재 부식손상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UHPC의 부식 관련 

주요 물성치(e.g., D)의 검증이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K-UHPC의 

긴장재 부식에 따른 보수적인 휨성능 평가를 위해 

Scheydt 등(2008)12)이 수행한 극한상황에서의 일반콘크

리트 대비 UHPC의 염산(pH1, pH3, pH5)농도에 따른 

부식침투 실험 결과를 반영하였다. 앞서 유도한 식(4)
와 신뢰성 평가를 위한 한계상태함수식(5)를 사용하여 

긴장재 부식에 따른 생애주기 휨성능을 평가하였다. 
신뢰성 해석을 위한 주요 확률변수는 Table 4에서 제

시된 바와 같고, 신뢰성 전용 해석 프로그램 RELSYS17)

를 사용하였다. 
내측거더 설계 시에 계산된 값인 1,284 kN-m를 

E(Mmax)로 사용하였으며, 미얀마 현지 교통량을 반영하

여 0.10의 변동계수를 가정하였다. fpy와 f′c의 변동계

수는 각각 0.10와 0.12이며, 사용성 한계 상태를 고려

하여 생애주기 목표신뢰성 지수 βtarget = 2.5(i.e., 목표

파괴확률 Pf,target = 0.62%)5)를 설정하였다. Figs. 8-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pH 지수가 낮아질수록(e.g., pH1 = 

Table 4. Lognormal random variables for corrosion reliability 

assessment11,13)

Parameters Mean value COV

Error factor associated with Mn, e 1.0 0.05

Measurement error factor, k 1.0 0.1

Corrosion initiation time 
of NC, Ti (year)

at pH1 3.426 0.438

at pH3 8.857 0.441

at pH5 11.472 0.442

Compressive strength, 
fpy (MPa)

K-UHPC 180
0.12

NC 30

Yielding stress of strand, fpy (MPa) 1,600 0.1

Maximum moment at inner girder, Mmax 
(kN-m) 1,284 0.1

Diameter of strand, Dpt,o (mm) 15.2 0.02

Effective width of inner girder, b (mm) 1,62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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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등의 강산) 긴장재 부식이 빠르게 개시되었으며 

휨성능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았다. pH1과 같은 극한조건

에서 K-UHPC 교량의 긴장재 부식에 따른 휨성능 저하

는 빠르게 진행되어 6.2년 후에 목표신뢰성지수에 도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참조). 일반콘크리트의 기

대수명에 비해 대략 1.8배 증가하였다. pH3과 pH5에서 

K-UHPC의 기대수명은 각각 50.4년 62.7년으로 pH1 에
서 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일반콘크리

트에 비해 2배 정도 향상된 기대수명을 보였다. 
긴장재의 항복강도(fpy), 최대모멘트(Mmax) 등의 주어

진 값에 대하여, pH 지수와 상관없이 일반콘크리트와 

K-UHPC의 부식에 따른 휨성능의 기대수명 차이는 

rcorr(Table 1 참조)이 증가함에 따라 긴장재의 단면손상

이 커져 휨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H 
지수가 커질수록 휨성능에 대한 기대수명도 증가하는 

데, 이는 pH 지수가 커질수록 Table 1과 식(1b)를 사용

하여 추정된 부식개시시간(Table 4 참조)이 늦춰지고 

이에 상응하는 부식률이 작기 때문에 일반콘크리트 및 

K-UHPC의 휨성능에 대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8. Lifetime corrosion reliability estimation at pH = 1.

Fig. 9. Lifetime corrosion reliability estimation at pH = 3.

Fig. 10. Lifetime corrosion reliability estimation at pH = 5.

4. 결론 및 고찰

초고성능 콘크리트인 K-UHPC를 적용한 교량에 대

해 긴장재 부식에 따른 생애주기 휨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부식환경에서 K-UHPC 교량의 긴장재 부

식성능은 최소 227년까지 보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극한상황을 가정한 경우에도, 일반콘크리트에 비

해 대략 2배 정도 기대수명을 향상시켰으며, 산성비

(pH = 5)가 자주 내리는 환경에서도 K-UHPC 교량에서 

휨성능의 기대수명은 62.7년까지 보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연구 자료의 부족으

로 한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물로써, 향후 

연구에서 적용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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