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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은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대표

적 사회 인프라 시설로서 구조적 안전성이 반드시 보

장되어야 하는 구조물이다. 교량의 여러 부재 중 바닥

판은 차량하중이 직접 전달되고, 염화물 성분의 제설

재 등 부식성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의 주요 부재

로서 상대적으로 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닥판은 구조적 설계의 수행 시 휨 부재로 간주되지

만 실제 파괴가 뚫림전단 거동에 지배적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이 선행 연구들로부터 확인되므로 이에 기반한 성

능 예측 및 평가는 교량 바닥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1-3). 실제로 이와 같은 뚫림전단파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5)4)

에서는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해 바닥판의 흠집, 마모면 

그리고 보호덮개를 제외하고 220 mm 이상,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해 200 mm 이상으로 최소두

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바닥판의 피로손상에 의한 

파손 및 중차량 통행량의 증가 추세, 시공능력 및 품질

관리를 고려하여 제시된 두께이다. 또한 경험적 설계법

에 의한 최소두께는 240 mm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성능, 고강도를 갖는 재료가 두

루 개발되어 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교량 

바닥판에 대한 적용은 뚫림전단 성능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재료 

중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는 강도 뿐만 아니라 연성 및 내구성에서도 뛰어난 성

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적

용한 슬래브 구조는 강섬유 보강으로 인하여 자체 인

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강 없

이 뚫림전단에 대해 상당한 저항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중인 

SUPER Concrete는 압축강도 80 ~ 180 MPa급의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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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초고성능 콘크리트로서 휨 강도5-7), 압축거동8), 전단

성능9-11), 뚫림전단성능3), 부착성능12) 등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 그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성능 및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바닥판에 

적용되어 뚫림전단강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므로 상

대적으로 얇은 두께로도 기존의 부재에서 요구되는 것

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13).

본 연구에서는 100 MPa 및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

트를 적용한 바닥판에 대해 기존 부재와 정적강도 및 처

짐에 대한 사용성에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적정 두

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바닥판의 지배적 파괴거

동인 뚫림전단에 기반한 강도 예측 비교를 통해 적정 두

께를 도출하였으며,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2. 뚫림전당강도 평가식

2.1 General formula by Graddy et al.(2002)
Graddy 등은 재하면으로부터 원추형의 콘파괴 형상

을 사각뿔대(사다리꼴 육면체)로 가정하여 파괴면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인장력을 평형조건을 이용하여 뚫

림전단강도를 제안14-16)하였다(Fig. 1). 이 제안식은 철

근이나 프리스트레스 등 일부 주요 변수의 영향을 직

접적인 변수로 고려하지 않지만 파괴면의 경사각 형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경사각을 변수로 

하여 다양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an
 tan


 (1)

여기서,  = 
 

 ′ (MPa)

′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재하면의 짧은 변의 길이(mm)

 = 재하면의 긴 변의 길이(mm)
 = 유효깊이(mm)

 = 수평면에 대한 파괴면의 경사각(°)

2.2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2015) 및 Eurocode 
(2004)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2015)4) 및 Eurocode 

(2004)17)에서는 전단철근이 없는 슬래브 또는 기초판의 

뚫림전단강도를 식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Fig. 1. Punching shear model proposed by Graddy et al.(2002).

여기서,

,  =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 인장강도(MPa)

 = ≤ 이며, 는 mm 단위

 =  ≤ 로, 와 는 각각 -방향 

및 -방향의 인장철근비이며, 각 방향의 

슬래브 폭을 (재하폭 + )로 한 평균값

 =  로,  

 ,  


인 

법선응력(압축이 +)

,  = 내구 기둥인 경우 기둥 사이의 지간의 종방

향 힘이고, 가장자리 외측 기둥인 경우 위

험단면에 작용하는 계수 종방향력이다. 이 

힘은 작용 계수하중 또는 수하중 또는 프리

스트레스에 의하 유발된다. 는 를 결

정할 때 사용한 콘크리트 면적이다.

또한, 뚫림전단강도에 위험단면의 둘레길이( =

    )와 슬래브의 평균 유효깊이( =

 )를 곱하여 계수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Fig. 2).

Fig. 2. Basic dangerous section around the load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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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콘크리트구조기준(2012)18)에서는 2방향으로 거동하

는 슬래브 또는 기초판의 전단강도를 Rankine의 콘크

리트 인장파괴기준에 의해 유도하여 식 (3)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cot (3)

여기서,

 = 위험단면의 둘레길이

 = 경량콘크리트계수

 = 슬래브의 두께계수(=  ≤ )

 = 위험단면 둘레길이의 영향계수

(=  ≤ )

는 내부기둥에 대하여 1.0, 외부기둥에 대하

여 1.33, 모서리 기둥에 대하여 2.0

 = 압축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

 cot =   
 =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산된 슬래브 위

험단면 압축대 깊이의 평균값

(=    )

 = 위험단면의 압축대에 작용하는 평균 압축응력

(= )

3. 적정두께 결정

3.1 예비실험

100 MPa 및 12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교량 바

닥판은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성능 수준을 갖도록 

목표하였으므로 기존 부재에 대한 예비실험을 통해 요

구 성능을 실험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2장에서 정리

된 선행 연구 또는 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뚫림전단강

도 평가식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적정두께 산정

을 위한 활용식을 선정하였다.

예비실험 대상인 기존 부재는 선행 연구19)에서 검증

된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체를 선정하였

다. 예비실험체는 100 MPa 및 12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교량 바닥판 실험체와 동일한 제원과 지점조건

을 갖도록 2.8 m(폭) × 4.0 m(길이) 크기와 강재 거더로 

지지되도록 제작하였으며, 바닥판 두께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200 mm를 적용하였다(Fig. 6 참조).

정적재하실험은 바닥판 상면 중앙부에 표준트럭하중

의 윤하중 접지면적인 577 mm × 231 mm의 재하면을 통

해 변위제어에 의한 가력 방식으로 실험체의 파괴 시까

Fig. 3. Punching shear failure mode of SC80.

Table 1. Comparison of SC80 and predicted punching shear 
strength

SC80(test) 1,200.05 kN

General gormula by Graddy et al(38°) 1,358.91 kN

General gormula by Graddy et al(40°) 1,235.71 kN

Korean highway bridges design code(2015) 968.37 kN

Concrete structure code(2012) 859.84 kN

Fig. 4. Comparison of SC80 and predicted punching shear strength.

Fig. 5. Minimum required thickness of deck slabs by 100, 120
MPa high-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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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행되었다. 실험체의 파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뚫림전단형태로 재현되었으며(Fig. 3 참조), 최대하중

값은 약 1,200.05 kN으로 측정되었다. 2장에서 정리된 

뚫림전단강도 평가식과의 비교에서는 Graddy 등14-16)이 

제안한 General formula(파괴면 경사각 40°)에 의한 예

측값이 약 1,235.71 kN으로서 실험값에 가장 근접하였

다. 이는 단일 실험값에 대한 비교 결과이지만 선행 연

구20)에 의한 보고와 유사하게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예측식들의 경향이 재확인된 것이므로 100, 12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의 적정두께를 산정하기 위한 활

용공식으로 파괴면의 경사각 40°를 적용한 식 (1)을 선

정하였다.

한편,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2015)4)의 전

단철근이 없는 슬래브 또는 기초판의 뚫림전단강도 식 

(2)와 콘크리트구조기준(2012)18)에서 제시하는 식 (3)에 

의한 예측값은 각각 약 968.37 kN과 약 859.84 kN으로

서 20%~30%의 오차범위를 보여 건설기준에 의한 평가

식들은 대체로 안전측의 예측경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예측식과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Table 1

과 Fig. 4에 나타내었다.

3.2 요구두께 산정

100 MPa 및 12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에 대

해 제안하는 적정두께는 교량 바닥판의 주된 파괴거동

인 뚫림전단에 대해 기존 부재인 8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닥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앞의 3.1절에서 고강도콘크리트에 대

해 가장 근접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 식 (1)을 

활용하여 각각 100 MPa 및 120 MPa급의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닥판에 대해 두께에 따른 뚫림전단강도를 예

측하고, 기존부재로 선정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한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의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각 바닥판의 두께에 따른 뚫림전단강도를 비교한 Fig. 

5에서 8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닥판은 예비실

험체의 두께와 동일한 200 mm의 두께에서 실험값에 

매우 근접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100

MPa 및 12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닥판의 경우

에는 이보다 얇은 각각 190 mm 및 180 mm의 두께에서 

80 MPa급 콘크리트를 적용한 예비실험체의 실험값인 

약 1,200.05 kN에 근접한 예측값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의 뚫

림전단강도 대비 동등 이상의 수준을 갖는 100 MPa 및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의 요구두께

는 각각 190 mm와 180 mm로 결정되었다.

4. 구조실험

4.1 실험체

3장에서 결정된 100 MPa 및 120 MPa급 고강도 콘크

리트를 적용한 바닥판의 구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선행연구19)를 토대로 

수행된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체와 상대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제원(2.8 m(폭) × 4.0 m(길이))을 

갖는 2거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각 실험체의 재료강

도, 제원과 형상을 Table 2와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때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실험체일수록 철근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높이 감소에 따른 영향이며, 모든 

실험체에 같은 배근량과 상세를 적용하여 철근이 뚫림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로 작용되지 않도록 배

제하였다. 한편 Table 2에서 괄호로 표기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각 실험체별로 실제 측정된 평균압축강도(Table 

3 참조)로서 설계기준강도와 함께 수록하였다.

Table 2. Variables of specimens

Specimen name SC80 SC100 SC120

Material


80 MPa
(88.44 MPa)

100 MPa
(100.6 MPa)

120 MPa
(120.7 MPa)

 600 MPa 600 MPa 600 MPa

Section

 200 mm 190 mm 180 mm

 162 mm 152 mm 142 mm


6.67 - H16

= 1,324 mm2
6.67 - H16

= 1,324 mm2
6.67 - H16

= 1,324 mm2

 0.00817 0.00871 0.00932

 150 mm 150 mm 150 mm

(b) Section A - A

(a) Plan view (c) Section B - B

Fig. 6. Detail of specimens.

4.2 구조실험

위와 같이 제작된 100 MPa, 120 MPa급 고강도 콘크

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체는 3,500 kN 용량의 가력기를 

이용하여 변위제어(1.5 mm/min) 방법에 의한 정적재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전경은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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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whole view of specimen(SC100).

하중은 도로교의 설계를 위한 표준설계트럭하중인 

KL-510의 가장 무거운 차륜의 접지윤하중 면적인 231

mm × 577 mm과 동일한 제원의 재하면을 통하여 바닥

판 상면 중앙부에 재하하여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뚫

림전단 검토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바닥판 상면과 재

하블록 사이에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응력집중에 의한 

하중 불균형을 방지하였다.

바닥판과 강거더(H-Beam)는 스터드를 이용하여 완

전 합성시켰으며, 강거더는 구조 실험동 프레임에 완

전 고정 시켰다. 또한 온전한 바닥판의 거동을 살펴보

기 위하여 강거더에 수직보강재 및 가로보를 설치하여 

강거더의 변형을 방지하였다.

5. 실험 결과 및 비교

5.1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00 MPa,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체 및 3장에서 예비실험으로 수행된 80 MPa급 콘

크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체의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위

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공시체는 한국산업표준21)에 따라 직

경 100 mm, 높이 200 mm로 제작하고, 동일한 환경조건

에서 양생되었다.

표준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각각 

평균 88.44 MPa, 100.62 MPa, 120.74 MPa로서 모두 목

표 강도를 만족하였으나 100 MPa 및 120 MPa급 콘크

리트는 목표치에 매우 근접한 반면 80 MPa급 콘크리트

는 목표 대비 약 10% 이상 큰 강도가 발현되었다.

5.2 파괴형상 및 최대하중

모든 실험체의 최종적인 파괴 형태는 교량 바닥판의

전형적인 파손 형상인 뚫림전단거동에 기인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각각 100 MPa 및 120 MPa급 고강도 콘

크리트로 제작된 실험체인 SC100 및 SC120에서 모두 

바닥판 하면에 방사형의 휨 균열이 확장되었으며, 상

면에서 재하면의 함몰과 함께 하면의 원형 균열로 인

한 원추형 탈락이 유발되는 뚜렷한 펀칭콘(punching 

cone) 형태의 파괴메커니즘을 Fig. 8와 Fig. 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단, 궁극적인 파괴가 발생되기 전까지 확

장되는 방사형 균열은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작

은 SC100 실험체가 SC120의 경우보다 더 많이 분포되

었다.

정적재하실험에 의하여 파괴의 최종단계인 뚫림전

단이 발생될 때 측정된 최대하중은 SC100 실험체와 

SC120 실험체에 대해 각각 1,231.2 kN과 1,230.88 kN으

로서 두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 바닥판 중앙부의 처짐은 각각 

35.08 mm와 39.36 mm로서 SC120 실험체가 상대적으로 

Table 3. The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 name SC80 SC100 SC120

Compressive strength
(MPa)

88.15 100.64 115.82

84.92 103.52 122.14

90.29 99.57 117.35

93.12 98.80 121.38

85.55 97.43 122.52

88.61 103.77 125.25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MPa) 88.44 100.62 120.74

 

(a) Punching shear failure(top & bottom)

(b) Plan of crack

Fig. 8. Punching shear failure mode of S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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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nching shear failure(top & bottom)

(b) Plan of crack

Fig. 9. Punching shear failure mode of SC120.

Table 4. Comparison of SC100 and SC120, SC80

Specimen name Maximum load Ratio of SC80

SC80 1,200.05 kN 1.00

SC100 1,231.20 kN 1.03

SC120 1,230.88 kN 1.03

크게 발생되었다. 한편, 기존 부재에 대한 예비실험체

인 SC80과의 비교에서 SC100과 SC120 실험체는 두께

가 각각 190 mm와 180 mm로서 200 mm의 두께가 적용

된 SC80 실험체에 비해 각각 10 mm와 20 mm 얇음에

도 불구하고 Table 4에서와 같이 약 1.03배 수준의 뚫

림전단강도를 나타내었고, 초기 강성의 저하없이 유사

한 수준의 강성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큰 극한처짐값

을 가지므로(Fig. 11 참조) 기존 부재에 비해 동등 이상

의 정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설계요구 성능에 대한 비교

3장에서 산정된 두께를 적용한 100 MPa,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 바닥판 실험체의 안전성 평

가를 위하여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 대해 설

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성능과 실험결과를 비교하였

다. 이때 설계기준에서는 여러 대의 표준트럭하중이 동

시에 재하되는 상태를 가정하여 요구되는 휨 모멘트를 

구하지만 실험에서는 한 개의 윤하중에 의한 재하 조건

만이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설

계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한 크기의 휨 모멘트를 유

발하는 실험조건에서의 하중크기를 구하였다. 이를 위

해 Shell요소를 사용하여 바닥판 실험체를 동일하게 모

델링하였고, 범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22)를 이용

한 선형탄성해석을 통하여 각각 극한한계상태 하중조

합과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에 대해 부합되는 실험조

건에서의 단일 윤하중의 크기를 334.5 kN과 185.9 kN으

로 환산하였다. 또한 실제 교량에서는 반복적으로 통과

하는 중차량의 윤하중에 의해 피로에 의한 뚫림전단손

상이 누적되므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4) 표

준트럭하중(KL-510)의 최대 윤하중 크기(96 kN)에 일반

적인 차량통행을 고려한 기본하중조합인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Ⅰ의 차량활하중계수(1.8)와 충격(1.25)를 고려

하여 윤하중에 의한 전단력(216 kN)을 산정하고, Fig. 11

에 함께 비교하였다.

하중 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SC100 및 SC120 

실험체는 극한한계상태에 대해 설계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3.68배 큰 결과를 보였으며, 실험결과로부터 얻어

진 하중-처짐 곡선에서 강성저하가 발생된 시점을 기

준으로 판단할 때 사용한계상태에 대해서도 약 2배 정

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차량

의 윤하중에 의한 전단력(216 kN)과 비교할 때 이 값이 

하중계수 등이 곱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5.70배 큰 

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 FEM model (b) Result of FEM

Fig. 10. Finite element analysis.

Specimen name
① ② ③

① / ② ① / ③
Maximum load Ultimate limit state load Wheel load*

SC100 1,231.20 kN
334.5 kN 216 kN

3.68 5.70

SC120 1,230.88 kN 3.68 5.70

* wheel load = 96 kN × 1.25(impact factor) × 1.8(load factor)

Table 5. Comparison of maximum load and ultimate limit state load whee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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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  Curve(position of load, SC100, SC120).

Fig. 12. Deflection at serviceability limit state.

처짐에 대한 사용성 검토를 위해 사용한계상태에서 

측정된 재하면 하면의 처짐을 설계기준4)에서 제시하는 

처짐제한과 비교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SC100, 

SC120 실험체의 처짐은 기존 부재인 SC80과 비교하여 

각각 0.46 mm, 0.1 mm 크게 발생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교량 바닥판의 처짐제한 규정인 지간의 1/800 이하 규

정과 비교할 때 각각 50%, 38% 수준으로 충분한 여유

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처짐제한인 지간의 

1/1,200 이하 규정과 비교하여도 각각 76%, 57% 수준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100 MPa,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

용한 바닥판(이하 SC100, SC120)의 적정두께를 결정하

기 위한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기존 부재

인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갖는 두께를 도출하고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C100, SC120 바닥판의 적정두께를 도출하기 위

하여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에 대한 예비실험

을 수행하였다. 정적재하실험으로부터 뚫림전단파괴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최대하중은 약 1,200.05 kN 부근

으로 측정되었다.

2)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 실험 결과와 기

존 연구자14-16) 및 기준4,17-18)에 의해 제시된 뚫림전단강

도 평가식을 비교하였다. Graddy 등의 제안식이 실험

결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초고성능콘

크리트 콘크리트와 관련된 선행연구결과20) 및 예비실

험 결과를 반영한 안전측의 두께 산정을 위하여 파괴

면 경사각을 40°로 적용하였다.

3) 뚫림전단거동에 기반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

여 80 MPa급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결정된 SC100, SC120 바닥판의 적정두

께는 각각 190 mm와 180 mm로 결정하였다.

4) 적정두께를 적용한 검증 실험체의 정적 실험에서 

SC100, SC120 실험체 모두 뚫림전단 형태로 파괴되었

으며, 최대하중은 각각 1,231.2 kN과 1,230.88 kN으로 

측정되었다. 이 최대하중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극한한

계상태 하중조합에 대하여 약 3.68배의 안전율을 보였

으며, 실제 교량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하중

에 의한 최대 전단력에 비해 약 5.70배의 안전율을 보

였다. 또한, 기존부재에 대해 수행된 80 MPa급 콘크리

트 적용 바닥판 실험 결과 대비 약 1.03배의 최대하중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SC100, SC120 실험체의 사용한계상태에서의 처

짐은 일반적인 교량 바닥판의 처짐제한 규정인 지간의 

1/800 이하 규정과 비교할 때 각각 50%, 38%, 가장 엄

격한 처짐제한인 지간의 1/1,200 이하 규정과 비교하여

도 각각 76%, 57% 수준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부터 SC100 및 SC120 실험체의 성능은 검

증된 기존 부재인 SC80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정적 

강도 성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설계에서 요구하

는 것보다 우수한 강도 및 처짐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각 100 MPa, 12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바닥판에 대해 제안된 190 mm와 180

mm의 두께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단, 이 연구

에서는 검증실험이 정적재하조건에 한하여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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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교량 바닥판의 실제 공용 환경에 유사한 반복

재하방법에 따라 강도와 사용성 검증 등이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가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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