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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도 재료의 활용은 구조적 성능을 확보하면서 자

중에 의한 하중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안전하고 경제적

이며 아름다운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압축강도 80 ~ 180 MPa급 

고성능 맞춤형 콘크리트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1)

를 통하여 초고성능콘크리트를 적용한 사장교를 건설

하는 등 혁신적인 실용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2).

이와 같은 실용적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료의 

특성과 구조 부재별 거동 특성을 고려한 개선과 안전성

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다

양한 부재 중 판형태의 부재는 넓은 면적을 가지므로 고

정하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활하

중 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강도 재

료를 적용한 경량화와 고성능화가 요구된다. 교량의 바

닥판은 대표적인 판부재로서 두께를 줄여 자중을 경감시

키고 보다 넓은 지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소두께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간을 갖는 

구간에 대하여 바닥판의 두께를 약 10% 감소시켜도 80 

MPa급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하면 충분한 구조적 성능

이 유지될 수 있음이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3,4). 고강도 콘크리트의 활용이 주로 예상되는 장지간 영

역에서는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지간별 두께가 제안되었다5). 이

러한 성과는 고강도 재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

계를 시도하려는 실무기술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다. 따라서 대상 부재의 구조적 거동을 고려한 단계적 

실험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지간 바닥판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수준의 두께를 고려하여 고강도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갖

는 얇은 판부재의 강도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4 m의 지간에 대해 150 mm의 얇은 두께로 최소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80 MPa급 콘크리트의 기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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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용한 단면설계를 실시하고, 양생 기간을 달리하

여 강도의 변화를 구현하였다. 항복선 이론에 따른 이방

향 휨과 뚫림전단 거동에 기반하여 실험체의 파괴형태와 

강도를 예측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구조실험

2.1 실험체

실험체는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및 철근에 따라 재

료적 특성은 달리하지만 2.2 m × 2.2 m의 정방형 형상

에 두께 150 mm의 동일한 제원의 판부재로 제작되었

다. 단면설계는 4 m 지간의 바닥판에서 요구되는 휨성

능을 충족시키도록 수행되었으나 교축직각 및 교축 방

향으로 연속된 넓은 바닥판의 부분실험체로서 2 m 간

격의 지지점을 갖는 4변 지지 조건의 정적 재하 실험

을 계획하였다. 실험체의 제원 및 구성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는 실험 당일에 측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철근의 항복강도, 는 두께, 는 인장

철근의 유효깊이, 는 단위폭 당 철근량, 는 철근비

이다. 한편, 단면 정보의 아래첨자 중  및 은 각각 주

철근 및 배력철근 단면을 나타낸다.

고강도실험체의 콘크리트는 80 MPa급 고강도 콘크

리트의 기본배합(Table 2)에 따르되 양생 기간을 달리

하여 60 MPa ～ 100 MPa 범위의 강도가 발현되었다. 

이 배합은 28일 간의 자연양생을 통해 80 MPa의 압축

강도가 발현되도록 설계되었으며, P1실험체는 7일, P2

실험체는 14일 및 P3실험체는 60일의 기간을 유지하여 

각각 59.41 MPa, 68.69 MPa 및 104.0 MPa의 강도를 갖

는다. P4는 비교 실험체로서 일반적인 바닥판을 모사

하기 위해 레미콘사에 주문하여 공급받은 40 MPa의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220 mm 두께로 제작되

었으나 콘크리트의 실측 강도가 이를 상회하여 48.82 

Table 1. Variables of specimens

Specimen P1 P2 P3 P4

Material
(MPa) 59.41 68.69 104.0 48.82

(MPa) 400 500 600 400

Section

 (mm) 150 220

(mm) 112 170.5

(mm) 96 151.4

 (mm2) 10 - H16
= 1986 mm2

10 - H16
= 1986 mm2

8 - H16
= 1589 mm2

5 - H19
= 1433 mm2

 (mm2) 6 - H16
= 1192 mm2

6 - H16
= 1192 mm2

5 - H16
= 993 mm2

3 - H19
= 859.5

mm2

 0.0177 0.0177 0.0142 0.0084

 0.0124 0.0124 0.0103 0.0057

Table 2. Basic mix proportions of concrete3)

W/B
(%)

W
(kg)

S/a
(%)

SP/B
(%)

Unit Mass(kg/m3)

OPC BS FA S G

23.6 165 45 1.0 ~ 1.5 420 224 56 677 828

W(water), B(binder), S(sand), G(gravel), SP(superplasticizer), a(aggregate),
OPC(ordinary portland cement), BS(blast slag), FA(fly ash)

(a) Boundary condition and load area

(b) Example of P2 specimen

Fig. 1. View of experimental test.

MPa의 강도를 갖는다. 철근은 400 MPa에서 600 MPa

의 항복강도를 가지는 고강도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정적재하실험

실험체의 각 변을 따라 연속으로 지지된 힌지 지점 

도구를 이용하여 4변이 단순지지된 경계조건을 구현하

였다. 이와 유사한 경계조건을 갖는 실험체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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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에서 두께에 대한 지간 비가 6 ～ 12 범위 이내

에서는 뚫림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보고되

었다6). 이 연구에 사용된 실험체들은 3.1절과 같이 뚫

림전단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점 

거리를 2 m로 결정하였다. 즉,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

는 두께 150 mm에 대해 재하면적을 제외한 순지간의 

비가 주철근 방향과 배력철근 방향으로 각각 9.46과 

11.8이며, 비교실험체는 220 mm 두께에 대해 각각 

6.45와 7.82로서 모두 선행연구의 범위 내에 분포된다. 

실험체의 제작 시에는 단부와 지점 사이에 100 mm의 

여유를 확보하여 변위 또는 변형 발생에 따른 실험 시

의 안전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점조건은 단부에서의 

회전과 이동을 구속하지 않아 연속된 실제 구조물의 

강성 조건을 재현해주지 못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 실

험이 수행되므로 안전측의 결과를 제공한다. 

하중은 판부재의 상면 중앙부에 580 mm × 230 mm 강

재 재하판을 놓고 그 위에 유압가력기를 통해 전달되도

록 하여 일정한 크기의 재하면적이 유지될 수 있게 하였

다. 이 재하면적은 실험체의 단면설계 시 교량에서 요구

되는 성능을 참고하였으므로 도로교의 표준트럭하중인 

KL-510의 윤하중 접지면적(577 mm × 231 mm)7)을 적용

하였다. 강재 재하판의 강성에 따른 응력집중 현상을 완

화하기 위해 실험체 상면과의 접촉면에 고무판을 삽입하

고 변위제어방법(Displacement control method)를 통해 

0.02 mm/sec의 재하속도를 유지하였다. 지점, 재하면적 

등의 실험조건과 실험 전경은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비교

3.1 파괴형태 및 강도 예측

정적재하실험에서는 4변이 단순지지된 얇은 두께의 

넓은 판부재에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갖는 하중이 

재하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예상되는 판부재의 파괴거

동은 뚫림전단 또는 이방향 휨파괴로 구분된다.

뚫림전단 거동은 휨변형이 지연되면서 재하면으로

부터 경사진 압축대를 따라 하중을 저항하는 메커니즘

인 아치작용(Arching action)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펀칭

콘(Punching cone)이라 불리는 원추형 파괴면이 형성되

는 특징을 나타낸다8). 여기에서는 실험체의 뚫림전단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 파괴면의 경사각을 변수로 하는 

Graddy 등(2002)의 일반식9)과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

태설계법)의 평가식을 적용하였다.

Graddy 등(2002)9)은 원추형의 파괴면을 육면체로 단

순화하고 이 파괴면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의 인장강

도에 의한 저항을 뚫림전단강도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나 파괴면의 경사각을 다양

한 변수의 함수관계로 정의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

다. 식(1)에 일반식을 나타내었으며, 파괴면의 경사각 

에 따른 각 실험체의 뚫림전단강도 예측값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식(1)은 철근의 영향을 변수로 포

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파괴면

의 경사각과 철근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정의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선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실험체에 대해 파괴면의 경사각을 45°로 가정하

여 예측값을 계산하였다.

    tan
 tan


 (1)

여기서   
 

 ′  (MPa)

  : 재하면의 짧은 변의 길이 (mm)

  : 재하면의 긴 변의 길이 (mm)
  : 유효높이 (mm)

  : 파괴면의 경사각 (deg )
  : 재하면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

′  :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은 식(2)와 같이 콘

크리트의 강도, 재하면의 영향, 교축직각 및 교축방향 

철근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반영한 뚫림전단강도 

예측식을 제공하고 있다7). 

  
 

≥  
(2)

여기서,   :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MPa)

 : 콘크리트 인장강도(MPa)

  ≤ 

  : 유효높이(mm)

   ≤ 

 : 방향 인장철근비

  :  방향 인장철근비

여기서 축력 또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하여 단면에 수

직하게 작용되는 응력은 없으므로 은 변수에서 제외

하였고, 실험체별로 실측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적용하

였으므로 과도한 안전측의 예측 경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콘크리트의 재료계수 도 고려하지 않았다. 식(2)

에 따른 각 실험체의 예측 강도는 식(1) 및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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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dicted punching shear strength by General formula.

Table 3. Predicted static strength of specimens

Specimen P1 P2 P3 P4

Punching sheat 
strength

(kN)

Eq (1) 532.4 572.3 704.2 740.8

Eq (2) 549.0 576.8 625.8 706.4

Two way 
flexural strength

(kN)

Yield line 
theory 661.8 823.4 819.1 747.8

Predicted failure mode Punching shear

Table 4. Experimental static strength of specimens

Specimen P1 P2 P3 P4

Ultimate load(kN) 765.9 807.0 721.1 754.8

Typical failure mode Flexural Punching Punching Punching

Pexperimental/predicted 1.16
1.41 1.02 1.02

1.40 1.15 1.07

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항복선이론에 의한 이방향 

휨강도10)와 함께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에서 두 가지 평가식에 의하여 계산된 

뚫림전단강도가 이방향 휨파괴 강도보다 작게 예측되

고 있으므로 실험체의 주된 파괴형태는 뚫림전단 거동

에 기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뚫림전단강도를 예측하는 

식(1)과 식(2)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콘크리트의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 P3실험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

는데 이는 식(1)에서와는 달리 식(2)에서는 철근비의 

감소에 따른 강도저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실험 결과

정적재하실험을 통하여 각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

와 파괴형태를 관찰하였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a) Top surface (b) Bottom surface

Fig. 3. Failure of P1 specimen.

(a) Top surface (b) Bottom surface

Fig. 4. Failure of P2 specimen.

(a) Top surface (b) Bottom surface

Fig. 5. Failure of P3 specimen.

(a) Top surface (b) Bottom surface

Fig. 6. Failure of P4 specimen.

실험체인 P1, P2와 P3는 각각 765.9 kN, 807.0 kN와 

721.1 kN의 최대하중을 나타내었다(Table 4). P1 실험

체는 뚫림전단 형태의 파괴를 보이며 실험체 중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재하

면 끝단으로부터 실험체의 모서리로 이어지는 항복선

이 상면에 형성되었으며, 하중-처짐 관계에서도 다른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와는 달리 연화구간이 관찰되

는 등 이방향 휨파괴를 주된 형상으로 뚫림전단이 혼

재된 거동을 보였다. P2와 P3 실험체에서는 예상대로 

재하면의 함몰과 펀칭콘(punching cone) 형성에 의한 

전형적인 뚫림전단 파괴가 관찰되었다. 각 실험체의 

파괴형상은 Fig. 3에서 Fig. 6에 나타내었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P1, P2와 P3 실험체는 얇

은 두께로 높은 구조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높은 철

근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주된 파괴형상을 고려한 

최대하중의 비교를 위하여 이방향 휨파괴가 우선된 P1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 얇은 RC 판부재의 정적 강도 안전성 평가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5호, 2017년 73

실험체는 항복선이론에 의한 예측값을 적용하였다. 예

측값에 대한 실험값의 비는 1.16으로서 비교적 잘 일치

하고 있으므로 고강도콘크리트와 설계기준에서 허용

하는 연성한계 이내의 철근비를 갖도록 설계된 판부재

에 대해 일반적인 휨이론이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전형적인 뚫림전단 파괴의 특징을 갖는 P2, P3와 

P4 실험체는 예측 단계와 일부분 차이를 보였다. 식(1)

에서는 철근비 감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에 따른 최대하중 상승 요인만이 

반영되므로 P2보다 P3 실험체의 최대하중이 크게 예측

되었다. 식(2)에서는 철근비를 변수로 포함하고 있어 

식(1)에 비해 상승폭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P3 실험

체의 최대하중을 크게 예측하였다(Table 3). 그러나 실

험에서는 P3 실험체의 최대하중이 721.1 kN으로서 

807.0 kN인 P2의 실험값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이는 

주철근비가 뚫림전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며, 배근상세를 달리한 교량 바닥판 모형 실험체의 

실험에서 주철근비가 뚫림전단강도에 주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임을 확인한 Khanna 등(2000)11)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량의 바닥판과 같은 판부재의 뚫림

전단 거동에서는 철근의 인장 저항 이외에 거더 등에 

의한 단부의 변위 및 회전의 구속에 의하여 아치작용

(arching action)이 유발되지만 이 실험에서는 네 변이 

단순지지된 경계조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철근의 인

장거동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다12).

다만, Azad 등(1994)13)은 철근비에 비례하여 뚫림전

단강도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철근비는 뚫림

전단강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으므로 고강도콘크리트 판부재에서 뚫림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철근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추

가적인 실험과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의 최소두께 규정을 적용

하고 일반적인 재료를 활용한 비교 실험체인 P4의 경

우에는 실험 중 편심의 영향으로 재하판의 한 쪽으로 

치우친 함몰이 발생하였으나 예측값과 실험값이 매우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정적 강도 안전성 평가

판부재의 설계에서 요구되는 강도를 구하고, 각 실

험체의 하중-처짐 관계 곡선과 함께 나타내어 정적 강

도 안전성을 평가하였다(Fig. 7, Fig. 8). 

판부재는 휨과 뚫림전단에 대한 저항 성능이 요구된

다. 실험체는 교량의 바닥판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므

로 교량에 대한 1차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극한한계상

태의 하중조합에 대한 설계모멘트(74.37 kNㆍm)를 구

Fig. 7.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P1, P2 and P3.

Fig. 8.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P4.

Fig. 9. Ratio of ultimate load.

하고, 실험체에 대한 2차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설

계모멘트를 유발하는 실험 조건에서의 등가 집중하중

(208.2 kN)을 결정하였다. 뚫림전단에 대해서는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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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7)에서 규정하는 표준설계트럭하중의 가장 무거운 윤

하중 크기에 충격계수를 곱한 124.8 kN을 요구되는 정

적 강도 성능으로 규정하였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실험체인 P1, P2와 P3 실

험체의 최대하중은 휨성능에 대한 지표인 극한한계상

태의 설계모멘트에 대한 등가집중하중과 비교할 때 

3.5배에서 3.9배의 여유를 나타내었으며, 뚫림전단에 

대해 요구되는 정적 강도에 대해서 5.8배에서 6.5배의 

비교 성능을 보였다(Fig. 7).

이상으로부터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실험체들은 

150 mm의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 요구하

는 충분한 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

곡선을 나타낸 Fig. 7에서 초기 균열 발생 이후 P3 실

험체의 기울기가 P1 및 P2 실험체보다 완만해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P3 실험체의 철근비가 상대

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비교 실험체인 P4의 경우에는 설계모멘트에 대한 등

가집중하중에 대해 3.6배, 충격계수를 곱한 윤하중 크

기에 대해 6.0배의 강도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50 

mm의 얇은 두께를 갖는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들은 

220 mm 두께의 일반적인 바닥판 부분 실험체와 유사

한 정적 강도 안전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

교실험체에 대한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들의 최대하

중 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체의 단위중량

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자중에 의한 고정하중은 두께

에 비례한다. 따라서,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는 일반콘

크리트 실험체에 비해 약 68% 수준의 경량 구조임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강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Fig. 9).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약 60 MPa에서 100 MPa 범위의 고

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판부재의 정적 강도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판부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괴 형상인 

뚫림전단과 이방향 휨거동에 기반한 평가식으로부터 

정적 강도를 예측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고강도콘

크리트 및 비교실험체에 대한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설계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약 60 MPa에서 100 MPa 범위의 고강도콘크리트

를 적용한 실험체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휨성능에 대해 

3.5배에서 3.9배, 뚫림전단에 대해 5.8배에서 6.5배의 

정적 강도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2)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들은 150 mm의 얇은 두께

에도 불구하고 220 mm 두께를 갖는 일반콘크리트 비

교실험체와 비교하여 0.96에서 1.07의 극한강도 비를 

나타내므로 기존 구조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적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경량 구조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

다.

3) 고강도콘크리트 실험체의 뚫림전단 거동에서는 

철근비의 감소에 따라 최대하중의 감소폭이 상대적으

로 큰 것으로 실험을 통해 관찰되었으므로 평가식을 

이용한 예측 과정에 철근비의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

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이 연구 범위 내의 고강도

콘크리를 적용한 판부재는 설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 충분한 정적 강도 안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특히 40 MPa급의 일반적인 강도를 갖는 철근콘

크리트 판부재와 비교할 때 자중에 의한 고정하중을 

약 68% 수준으로 경감시키면서도 거의 동일한 정적 

강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 연구에서는 실제 구조물에서의 경계조건을 구현하

지 않은 소수의 실험체를 사용한 제한적인 실험이 수

행되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위한 추가적인 검

토가 요구되며, 이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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