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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lexural behavior of full-scale prestressed concrete girders that were constructed of steel

fiber reinforced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the bending

characteristics of UHPC girders in order to establish a reasonable prediction model for flexural resistance and deflection for future

structural design codes. Short steel fibers have been introduced into prestressed concrete T-girders in order to study their effects

under flexural loads. Round straight high strength steel fibers were used at volume fraction of 2%. The girders were cast using

150~190 MPa steel fiber reinforced UHPC and were designed to assess the ability of steel fiber reinforced UHPC to carry flexural

loads in prestressed girde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steel fiber reinforced UHPC enhances the cracking behavior and

ductility of beams. Moreover, when ultimate failure did occur, the failure of girders composed of steel fiber reinforced UHPC was

observed to be precipitated by the pullout of steel fibers that were bridging tension cracks in the concrete. Flexural failure of girders

occurred when the UHPC at a particular cross section began to lose tensile capacity due to steel fiber pullout. In addi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level of prestressing force influenced the ultimate loa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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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재료이지만,

낮은 인장강도와 취성 특성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

한 일반 콘크리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에 강섬유를 혼입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개발 및 적

용에 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1-5)

 강섬유보강 콘크리

트는 콘크리트의 휨강도,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

니라, 인성, 연성, 피로 및 충격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

시킨다.
6,7)

 또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초고강도의 발

현, 인성의 증대 등을 통해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일컬어

질 정도로 성능이 증대되고 있다.
8,9)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거동 특성 및 평가를 위한 여

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Alsayed,
10)

 Ashour 등
11) 
및 Oh

12)

는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보의 휨강도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Kooiman
13)
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균열후 재료모

델링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Casanova
14)
는 강섬유 보강 콘

크리트의 인장거동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인환 등
15)
은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한 보의 휨 거동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

다. 강수태 등
16)
은 섬유의 방향성이 콘크리트의 휨강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상묵 등
17)

은 다차원 균열기준을 고려한 섬유보강 콘크리트 보의

해석 알고리즘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 결과는 강섬

유보강 콘크리트 부재는 휨강도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균열 이후 연성거동 특성을 향상시키

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강섬유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특성 연

구에 비해 구조부재 실험을 통한 구조거동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강섬

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대부분의 휨거동 연구는 압축강

도 80 MPa 이하의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수

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압축강도

150 MPa 이상의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휨거동을 예측하

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구조부재 실험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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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규모의 콘크리트 부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대형 크기의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실험을 통한 구조 거동 연구자료는 매

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1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

트를 사용한 대형 크기의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정적하

중재하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휨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2% 부피비의 강섬유를 혼입해서 150 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고 인성을 크게 향상시킨 초고

성능 건설재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압축강도 150 MPa

를 초과하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 프리스트레

스트 거더의 부재 실험을 통하여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균열 및 파괴 특성, 처짐 특성, 휨강도 특성 등의 휨 거

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2. 실험 계획

2.1 재료특성

이 연구에서 적용한 UHPC의 매트릭스는 미세 균열이

나 공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매우 치밀하게 구

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 입자들을 일정 범

위 내에서 입도분포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배합에 적

용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이며, 반응성 분체로

실리카 퓸을 사용하였다. 굵은골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잔골재는 입도 0.5 mm 이하의 모래를 사용하였다.

낮은 물-결합재비에 의한 소요의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

해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였으며, 고형성분 30%, 밀도

1,060 kg/m
3
의 폴리카르본산계의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

였다. 또한, UHPC에서 사용되는 충전재(filler)는 구성입자

평균입경이 10 µm정도이고 SiO2 98%이상, 밀도 2,600 kg/m
3

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강섬유는 밀도 7,500 kg/m
3
, 항복강도 2,500 MPa, 직경

0.2 mm, 길이 13 mm의 직선형상의 강섬유를 사용하였다.

Table 1에 UHPC의 배합비를 주요 구성재료에 대해 중

량비로 나타내었다.

UHPC를 제조하기 위해 별도의 믹서기를 제작하였다.

UHPC 제조 과정으로써 먼저, 시멘트, 실리카퓸, 충전재

및 잔골재를 약 10분 동안 건배합을 수행하였다. 건배합

후에 배합수와 고성능 감수제를 투입한 후 10분 동안 배

합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콘크리트가 유동성을 확보

하였을 때, 강섬유를 혼입하며 5분 정도 추가적으로 배

합을 수행하였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직경 100 mm, 높

이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의 압축실험을 수행하여 획

득하였다. 실험 부재 제작시에 원주형 공시체를 동시에

제작하였다. 압축강도 실험시 하중재하는 2,000 kN 용량

의 만능시험기(UTM)을 사용하여 변위제어방식으로 하중

을 재하하였다. 압축시험시에 공시체 원주 둘레로 3개의

LVDT를 설치하여 하중재하시 압축변형을 측정하였다

(Fig. 1). 실험시 측정한 하중-변위 관계를 바탕으로 UHPC

의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을 획득하였으며, 이로부터 압

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산정하였다.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압축응력-변형률 곡선의 형상은 일반 콘크리

트와는 다르므로 FHWA
19)
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극한 압축강도의 10%

및 30%에 해당하는 특성값을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산정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각 타설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와 탄성계수의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압축강

도는 모든 배치에 대해 150 MPa 이상을 나타내며, 탄성

계수는 45,000 MPa 이상을 나타낸다.

UHPC의 인장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00 mm(가

로) × 100 mm(세로) × 400 mm(길이)의 프리즘 형상의 시

편을 제작하여 4점하중재하 휨인장실험
20)
을 수행하였다.

시편의 지간은 300 mm이며,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한 각

거더를 제작할 때 동시에 제작한 프리즘 시편을 이용하

여 4점하중재하 휨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Fig. 2). 실험

장치는 250 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하중

은 변위제어방식으로 분당 시편 지간 (300 mm)의 1/1500

의 속도 즉, 0.2 mm/min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대표적으로 부재 T600S의 배치(batch)에 사용된 UHPC

를 이용하여 제작한 프리즘의 하중-처짐관계 곡선을 Fig. 3

에 나타내었다. 하중-처짐관계 곡선의 초기구간에서 곡

선이 선형성을 유지하다가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점의

Table 1 Mix proportions (weight ratio) 

Waterbinder

ratio
Cement

Silica

fume
Filler

Fine

aggregate

Water reducing

admixture

0.2 1.0 0.25 0.3 1.1 0.02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UHPC 

 Member

Properties
T600NS T600S T1000S T1300S

Compressive

strength (MPa)
158.2 188.4 171.1 180.6

Elastic

modulus (MPa)
46,880 45,894 48,704 47,803

Maximum equivalent

tensile strength (MPa)
35.6 34.9 23.5 33.6

Fig. 1 Compressive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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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을 초기균열이 발생할 때의 균열하중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초기 균열 이후에도 하중은 계속 증가하여 극한

하중에 도달한다. 균열하중 이후에 균열단면의 전체 단

면적은 유효하지 않지만, 비교 목적으로 극한하중상태에

서 전체단면(100 mm ×100 mm)에 대하여 식 (1)을 사용

하여 인장강도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각 부재에서의 인

장강도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여기서 P :재하 하중

     L :시편 지간길이(= 300 mm)

     b :시편의 단면폭(= 100 mm)

     hsp :시편의 단면높이(= 100 mm)

2.2 실험체 계획

UHPC로 제작한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휨 거동을 파

악하기 위하여 T형 단면형상을 가진 대형 크기의 부재

를 제작하였으며, Table 3에 실험체 거더의 제원을 나타

내었다. 실험 부재는 4개를 제작하였으며, 경간-형고비

(L / h) 및 강연선에 도입되는 긴장력을 다르게 하여 정

적하중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재의 경간-형고비는 7.5,

7.0 및 4.6으로 각각 하였다. 실험부재는 거더의 높이에

따라 600 mm, 1,000 mm 및 1,300 mm로 제작하였다. 거

더 높이 600 mm인 부재의 경우에는 경간-형고비를 7.5

로 하였으며, 거더 높이 1,000 mm인 부재의 경우에는 경

간-형고비를 7.0으로 하였으며, 거더 높이 1,300 mm 인

부재의 경우에는 경간-형고비를 4.6으로 하였다.

Table 3에서 실험부재의 명칭부여 체계는 Fig. 4와 같다.

거더 T600NS와 T600S의 부재 길이는 5.0 m이며, 지점

거리는 4.5 m이다. 거더의 높이는 600 mm이며, 지간중앙

단면의 상부플랜지의 폭은 350 mm, 하부 플랜지의 폭은

200 mm이다. 복부의 폭은 120 mm이며, 복부 높이는

250 mm이다. 부재는 공칭직경 15.2 mm 프리스트레싱 강

연선을 2개 포함한다.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은 하부플랜

지에 배치하며, 강연선의 도심은 하부플랜지 하면으로부

터 100 mm에 위치한다. 각 부재에는 별도의 종방향 휨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다. 부재 T600NS는 별도의 전단철

근 즉, 스터럽을 배근하지 않았으며, 부재 T600S는 지점

과 하중재하점 사이의 전단력 구간에 직경 13 mm 띠철

근을 30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실험부재 계획시에

부재는 스터럽이 없을지라도 휨 파괴가 발생하도록 단면

제원을 계획하였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강

섬유의 배열 즉, 방향성에 영향을 받으며 강섬유 배열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근되어 있는 철근의 간섭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단철근 유무에 따른 휨강

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시 강섬유의 간섭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부재는 4점 하중재하방식으로

휨실험을 수행하였다.

거더 T1000S의 부재 길이는 7.5 m이며, 지점거리는 7.0 m

이다. 거더의 높이는 1,000 mm이며, 지간중앙 단면의 상

부플랜지의 폭은 500 mm, 하부 플랜지의 폭은 200 mm

이다. 복부의 폭은 120 mm이며, 복부 높이는 650 mm이

다. 부재 T1000S는 공칭직경 15.2 mm 프리스트레싱 강

연선을 4개 포함한다. 부재 T1000S에서 프리스트레싱 강

연선은 하부플랜지에 배치하며, 강연선의 도심은 하부플

랜지 하면으로부터 100 mm에 위치한다. 부재에는 별도

ffl

3PL

2b hsp( )2
---------------------=

Fig. 2 Flexural tensile strength test

Fig. 3 Load-deflection relationship from tensile strength test

Table 3 Details of test girders

Girder

Girder 

height

(h, mm)

Span

length

(L, mm)

Girder

length

(mm)

L / h

ratio

Prestressing

steel

T600NS 600 4,500 5,000 7.5 2 × φ15.2 mm

T600S 600 4,500 5,000 7.5 2 × φ15.2 mm

T1000S 1,000 7,000 7,500 7.0 4 × φ15.2 mm

T1300S 1,300 6,000 6,500 4.6 4 × φ15.2 mm

Fig. 4 Designation system for girde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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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휨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다. 지점과 하중재하점 사이

의 전단력 구간에 직경 13 mm 띠철근을 300 mm 간격으

로 배근하였다. 부재 T1000S는 4점 하중재하방식으로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부재 T1300S의 단면도와 측면도 제원을 구

체적으로 Fig. 5에 나타내었다. 부재 T1300S의 부재의 길

이는 6.5 m이며, 지점거리는 6.0 m이다. 거더의 높이는

1,300 mm이며, 지간중앙 단면의 상부플랜지의 폭은 500 mm,

하부 플랜지의 폭은 200 mm이다. 복부의 폭은 120 mm이

며, 복부 높이는 950 mm이다. 부재는 공칭직경 15.2 mm의

프리스트레싱 강연선 4개를 포함한다. 프리스트레싱 강연

선은 하부플랜지에 배치하며, 강연선의 도심은 하부플랜

지 하면으로부터 100 mm에 위치한다. 부재에는 휨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다. 지점과 하중재하점 사이의 전단력 구간

에는 직경 13 mm 띠철근을 30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부재는 4점 하중재하방식으로 휨실험을 수행하였다.

2.3 실험체 제작

실험체는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철

재 거푸집을 사용하여 시험체 거푸집을 제작하였다. 거

푸집 조립 후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을 배치하기 위한 쉬

스관과 전단보강을 하는 경우 띠철근을 배근하였다. UHPC

제작공정은 재료를 먼저 건비빔 한 후, 배합수를 투입하

고 강섬유를 투입하는 순서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수행하였다. 부재는 UHPC 전용믹서기 두 대를

사용하여 연속타설하였다. 다짐은 주파수 200~240 Hz의

콘크리트용 고주파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였

다. 시험체 타설 후 양생은 자체 제작한 증기 양생기에

투입하여 90 ± 5
o
C의 온도로 72시간 동안 증기양생을 실

시하고 이후 실험재령시까지 20
o
C 습윤양생을 실시하였다. 

2.4 측정 시스템

실험자료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센서는 콘크리트 변형

률 측정게이지, 프리스트레싱 강재 변형률 측정게이지 및

처짐측정용 LVDT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기저

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재 측면에 부착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콘크리트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대표적으로 거더

T600S의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 위치도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간중앙의 측면에

깊이 별로 각각 9개를 부착하여 깊이에 따른 콘크리트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9개의 변형률 게이지 중에서, 압

축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부플랜지에 3개의 변형

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인장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

여 하부플랜지에 2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부

재의 복부에 4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또한,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강연선 표면에 부

착하여 강연선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강연선에

3개씩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강연선 변형률 게

이지는 부재의 경간중앙 및 경간중앙의 좌우 50 mm 위

치에 있도록 부착하였다. 또한, 강연선 변형률 게이지는

강연선을 쉬스관에 삽입하기 전에 강연선에 부착하여, 프

리스트레스 도입 단계 및 휨실험 수행중의 하중재하 단

계별로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중 재하에 따른 부재의 처짐을 측정하

기 위하여 부재의 중앙경간과 하중 재하점 위치에 각각

변위계 (LVDT)를 설치하였다. 

2.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실험부재는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하였다.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재료특성으로써 공급자

가 제시한 공칭항복강도는 1,600 MPa이며, 공칭인장강도

는 1,860 MPa이다. 초기에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 수준

은 항복응력 대비 25~40%를 계획하였다.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20)
에서는 PSC 구조 설계시에 긴장재의 인장응

Fig. 5 Dimension of test girder (T1300S) Fig. 6 Location of strain gauges and LV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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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0.80fpu 또는 0.94fpy중 작은 값 이하로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 설계시에는 안전측으로 하여 이

값보다 적은 값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실험연구

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실제 구조물 적용

연구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높은 프리스트레스 상

태에서의 강연선 파단에 대한 여유를 고려하여 프리스트

레스를 낮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프리스트레스는 한쪽의 긴장단에서 일단 긴장하였으며,

강연선을 긴장 정착후에 쉬스관 내부를 그라우팅 처리하

였다. 대표적으로 Figs. 7과 8에 부재 T600NS 및 T600S

의 프리스트레싱 도입중에 측정한 콘크리트 변형률과 강

연선의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부재 T600NS의 경우,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강연선에

서 측정한 변형률은 2,400 µm/m이고, 거더 상연 및 하연에

서 측정한 콘크리트 변형률은 각각 17.0 µm/m (인장변형

률) 및 −76.4 µm/m (압축변형률)이다. 강연선 변형률이

2,400 µm/m일 때, 강연선 도입응력을 480 MPa로 산정하였

다. 강연선의 응력이 480 MPa 일 때,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한 콘크리트 상연 및 하연의 변형률은 각각 16 µm/m 및

−77 µm/m으로써 측정값과 거의 일치한다. 부재 T600S의

경우,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강연선에서 측정한 변형률

은 3,000 µm/m이고, 거더 상연 및 하연에서 측정한 콘크리

트 변형률은 각각 12.3 µm/m 및 −106.6 µm/m이다. 강연선

변형률이 3,000 µm/m일 때, 강연선 도입응력을 600 MPa로

산정하였다. 강연선의 응력이 600 MPa일 때, 변형률 적합

조건에 의한 콘크리트 상연 및 하연의 변형률은 각각

20 µm/m 및 −96 µm/m으로써 측정값에 근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부재 T1000S의 경우에 강연선을 긴장한 후에 강

연선 측정변형률은 1,800 µm/m이고, 거더 상연 및 하연

에서 측정한 콘크리트 변형률은 34.9 µm/m 및 −65.1 µm/m

이다. 강연선 변형률이 1,800 µm/m일 때, 강연선 도입응

력은 360 MPa로 산정하였다. 강연선의 응력이 360 MPa

일 때,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한 콘크리트 상연 및 하연

의 변형률은 각각 19 µm/m 및 −84 µm/m로써 측정값에

근접한다. 부재 T1300S의 경우, 강연선을 긴장한 후에

강연선 측정 변형률은 2,500 µm/m이고, 거더 상연 및 하

연에서 측정한 콘크리트 변형률은 각각 21.7 µm/m 및 −

89.6 µm/m이다. 강연선 변형률이 2,500 µm/m일 때, 강연

선 도입응력은 500 MPa이다. 강연선의 응력이 500 MPa

일 때,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한 콘크리트 상연 및 하연

의 변형률은 각각 21 µm/m 및 −68 µm/m이다.

2.6 실험 방법

용량 2,000 kN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Fig. 9와 같이 4

점 하중재하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재별로 하중재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부재 T600NS와 T600S의 경우, 부재의

양쪽 단부로부터 250 mm 떨어진 위치에 강재 로울러를 설

치하여 부재의 지점으로 하였으며, 지점 사이의 거리는

4,500 mm 하였다(Fig. 6). 하중 가력점은 지간중앙에서 좌

우로 500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력점 사이의 거리

는 1,000 mm로 하였다. 따라서, 두 가력점 사이의 1,000 mm

구간에서 순수 휨이 유발하도록 하중을 재하하였다. Fig. 7 Strain according to prestress transfer (T600NS)

Fig. 8 Strain according to prestress transfer (T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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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재 T1000S의 경우, 부재의 양쪽 단부로부터

250 mm 떨어진 위치에 강재 로울러를 설치하여 부재의 지

점으로 하였으며, 지점 사이의 거리는 7,000 mm로 하였

다. 하중 가력점은 지간중앙에서 좌우로 700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력점 사이의 거리는 1,500 mm로 하였다.

따라서, 두 가력점 사이의 1,500 mm 구간에서 순수 휨이

유발하도록 하중을 재하하였다. 부재 T1300S의 경우, 부재

의 양쪽 단부로부터 250 mm 떨어진 위치에 강재 로울러

를 설치하여 부재의 지점으로 하였으며, 지점 사이의 거리

는 6,000 mm로 하였다. 하중 가력점은 지간중앙에서 좌우

로 500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력점 사이의 거리는

1,000 mm로 하였다. 따라서, 두 가력점 사이의 1,000 mm

구간에서 순수 휨이 유발하도록 하중을 재하하였다. 

강재 가력보를 액추에이터와 거더의 상면 사이에 놓고

하중을 재하하였다. 하중은 0.015 mm/sec의 속도로 변위

제어방식으로 재하하였다. 작용하중은 액추에이터에 부

착된 로드셀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2.4절에 나타낸

계측센서를 이용하여 하중재하동안 계측자료를 획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균열 및 파괴 양상

실험체의 파괴양상은 낮은 하중단계에서 처짐의 증가

에 따라 여러개의 미세균열이 발생하였다. 초기 균열 단

계에서 균열 사이의 간격은 넓게 분포하였다. 초기 균열

은 순수 휨 구간의 하단에서부터 발생하였다. 초기균열

관찰은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었다. 균열의 육안관찰

은 실험도중 강섬유가 UHPC 매트릭스로부터 뽑히는 소

리가 들리는 하중단계 정도에 이르러서야 확연히 보이는

정도이다. 하부플랜지에서의 실제적인 초기균열은 육안

으로 관찰되기 이전의 하중단계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Fig. 10에 부재 T1300S의 하중 재하에 따른

균열진전양상을 나타내었다. 초기균열 이후, 하중증가에

따라 기존 균열과 균열 사이에 새로운 미세 균열이 발생

한다. 부재의 하단에서 발생한 균열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

라 부재상연으로 거의 수직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휨균열 진전 양상을 나타낸다.

하중증가에 따라 균열은 진전되는 반면, 균열폭은 거의 증

가하지 않는 미세균열 형태를 나타낸다. 극한하중 도달이

후 여러 개의 미세균열 중 하나의 특정균열 폭이 증가하

고 나머지 균열의 폭은 거의 일정한 상태로 파괴까지 도

달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0(e)). 대부분의 균열이 부재에

근접하여 관찰할 경우에 겨우 육안관찰이 되는 반면, 균열

폭이 증가한 특정균열은 훨씬 뚜렷히 관찰되었다.

이러한 부재의 파괴양상은 강섬유의 가교역할(bridging

effect)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 위치에서

의 강섬유는 가교역할로 인해 하중증가와 더불어 더 큰

인장응력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강섬유와 매트릭스 사

이의 뽑힘(fiber pull-out)을 유발한다. 따라서, 특정 균열

위치에서 강섬유의 뽑힘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균열폭 증

가와 더불어 부재의 파괴에 도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에 거더가 파괴될 때의 균열확대모습을 나타내

었다. 부재 파괴시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접육안

관찰을 통해 강섬유의 뽑힘현상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재의 파괴는 순수휨구간에서의 수직균열 진전

과 더불어 발생하는 휨파괴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

재의 전단구간에서의 사인장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3.2 하중-처짐 곡선

부재 전체의 하중-경간중앙처짐 곡선을 비교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각 부재의 하중-처짐곡선에서 초기 하

중단계에서 처짐은 하중에 비례하여 선형으로 증가한다.

부재 T600NS의 경우에는 250 kN 이후 하중-처짐은 비선

형관계를 나타내며, 부재 T600S의 경우에는 280 kN 이후

하중-처짐은 비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부재 T1000S의 경우

에는 490 kN 이후 하중-처짐은 비선형관계를 나타내며,

부재 T1300S의 경우에는 800 kN 이후 하중-처짐은 비선

형관계를 나타낸다. 초기균열은 미세균열이므로 육안으로

관찰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최초로 육안으로 관찰된 균열

에 대응하는 하중을 초기균열하중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다. 따라서, 초기균열은 하중-처짐곡선에서 선형구간의 종

Fig. 9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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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해당하는 하중을 초기균열 하중으로 파악하였다.

Table 4에 실험 부재별 초기균열하중 및 극한하중을 나

타내었다. 초기균열하중은 하중-처짐곡선에서 초기 선형

구간 종점에서의 하중값으로 산정하였으며, 극한하중은

하중-처짐곡선의 최대하중으로 산정하였다. 부재 T600NS

의 초기균열하중은 259.1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

은 2.76 mm이다. 부재 T600S의 초기균열하중은 286.0 kN

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3.24 mm이다. 부재 T600S

의 초기균열하중은 부재T600NS의 초기균열하중보다 크

다. 이는 T600S의 긴장응력이 T600NS의 긴장응력보다

크므로 거더 하연에 더 큰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인장응

력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 부담능력이 크므로 초기균열하

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부재 T1000NS의 초기균열하중은 499.2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5.22 mm이다. 부재 T1300S의 초기균열

하중은 808.6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3.56 mm이다.

초기균열 이후 처짐량은 비선형으로 증가하며, 이후 하

중은 극한하중까지 증가한다. 부재 T600NS의 극한하중

은 335.0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6.84 mm이다.

부재 T600S의 극한하중은 451.5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

처짐량은 13.66 mm이다. 압축강도의 차이를 반영한 부재

Fig. 10 Crack patterns of girder (T1300S)

Table 4 Test result of cracking and ultimate load

Member

Iinitial cracking Ultimate state

Cracking load

(P
cr

, kN)

Midspan deflection

(∆
cr

, mm)

Ultimate load

(P
u
, kN)

Midspan deflection

(∆
u
, mm)

T600NS 259.1 2.76 335.0 6.84 2.48 1.29

T600S 286.0 3.24 451.5 13.66 4.22 1.58

T1000S 499.2 5.22 618.8 14.26 2.73 1.24

T1300S 808.6 3.56 1,169.9 9.86 2.77 1.45

∆u

∆cr

-------
Pu

Pcr

-------

Fig. 11 Fiber pullout at the main crack (T1300S) 

Fig. 12 Load-midspan deflec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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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00NS (Pu,T600NS / fck, T600NS)의 휨강도와 T600S의 휨강도

(Pu,T600S / fck, T600S) 비는 1.13으로써 부재 T600S의 보정

휨강도는 부재 T600NS의 보정 휨강도보다 약간 크게 나

타난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의 300 mm 간격의 띠철근

배근은 콘크리트 타설시 강섬유의 방향에 간섭효과를 나

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재 T1000S의 극한하중은 618.8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14.26 mm이다. 부재 T1300S의 극한하

중은 1,169.9 kN이며, 이때의 경간중앙처짐량은 9.86 mm

를 나타낸다. 

Fig. 12의 하중-처짐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하중 도달 이후에도 부재의 변형 능력은 매우 크게 나

타나고 있다. 최대 하중 도달 이후의 하중-처짐 관계에

서 하중은 처짐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므로 거더는 연성거동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또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1)
에서는 PSC 구조물의 균열발생

후에 갑작스런 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 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극한하중(Pu)은 균열하중(Pcr)의 1.2배

이상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강섬

유 보강 초고성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하중에 대한 극한하중 비(Pu / Pcr)는 Table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1.2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초고성능 프

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설계기준의 연성거동을

만족시키고 있다.

3.3 하중-변형률 관계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에서 측정한 변형률을 바탕으

로 하중-변형률 관계를 파악하였다. 대표적으로 거더

T600NS와 T600S의 하중-변형률 곡선을 Figs. 13과 1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음수의 변형률은 압축변형률을 나타내

고 양수의 변형률은 인장변형률을 나타낸다. 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 C1, C2 및 C3 위

치에서의 콘크리트는 압축변형률을 나타내고, C6, C7,

C8 및 C9 위치에서의 콘크리트는 인장변형률을 나타낸

다. 반면에 C4 및 C5의 변형률은 초기에 압축변형률을

나타낸 이후 인장변형률을 나타낸다. 이는 단면의 하부

플랜지로부터 인장균열의 전진과 더불어 중립축이 단면

상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C9 위치는 하부플랜지 하

단에 위치하며, C9의 콘크리트 변형률은 부재의 초기균

열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C9의 콘크리트 변형률

은 초기 선형구간 이후 비선형구간을 나타낸다. 선형구

간 종점에서의 하중값은 하중-처짐 곡선에서의 선형구간

종점 하중값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초기인장균열 이후 변형률은 갑작스런 변화를

나타내며, 이때의 하중을 최초균열 하중으로 활용할 수

있다. C6 위치는 초기 하중단계에서 단면의 중립축에 가

까이 위치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의 C6 변형률은 0

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이후, 중립축이 단면 상연으

로 이동하므로 C4 위치 변형률은 인장변형률을 나타낸다. 

3.4 휨강도 산정

UHPC의 압축응력-변형률 실험 결과는 Fig. 15와 같이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응력-변형률 곡선과는 달리 최대강

도까지 거의 직선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UHPC의 휨

강도(Mu)는 Fig. 16과 같이 압축영역을 삼각형 형상의 응

력블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2)

 또한, UHPC의 인

장응력 블록은 실제적으로 다중 선형 형상이나 근사적으

로 그림과 같이 사각 형상의 등가응력블록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3)

 UHPC의 실제 인장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인

장강도를 ft라 할 때, 등가인장강도는 등가응력블록계수

(α)를 이용하여 αft로 고려하였다. 등가응력블록 형상을

적용한 단면의 응력분포 형상 및 각 힘의 성분을 Figs.

16과 17에 나타내었다.

Fig. 17의 단면 내에서 힘의 평형조건이 성립되어야 하

며, 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중립축 거리 c를 산정한다.

중립축이 상부플랜지에 위치하는 경우의 평형조건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Cf1 : 콘크리트 압축력

     Tf1 : 상부 플랜지에서의 콘크리트 인장력

     Tw : 복부에서의 콘크리트 인장력

     Tf2 : 하부플랜지에서의 콘크리트 인장력

     Tps : PS 강재의 인장력

Cf1 Tf1 Tw Tf2 Tps+ + + + 0=

Fig. 13 Load-strain curve (T600NS)

Fig. 14 Load-strain curve (T6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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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휨강도는 부재 단면의 중립축에 대하여 콘크리트

의 압축력, 인장력 및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인장력에 의

한 모멘트의 합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3)

식 (2)와 (3)을 이용하여 산정한 휨강도 해석값과 실험

값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휨강도 예측값과

실험값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한 해석기

법을 통해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휨강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를 혼입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프

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휨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

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한 대형 규모의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정적하중재

하 실험을 통하여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균열 및 파괴 특

성, 하중-처짐 특성 및 휨강도 특성 등의 기본 거동 특

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값으로써 압축강도 실험 결과는 150 MPa 이상을 나

타내며, 탄성계수는 45,000 MPa 이상을 나타내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나타낸다.

균열 및 파괴양상 관찰을 통해 초기균열 발생 이후에 기

존 균열과 균열 사이에 새로운 미세 균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중증가에 따라 균열은 점진적으로 진전되나,

균열폭은 거의 증가하지지 않는 미세균열 형태를 나타낸

다. 이러한 균열진전 양상은 일반콘크리트 거더의 균열진

전 양상과는 다른 양상이다. 강섬유는 초기균열 이후 극

한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균열의 진전속도를 늦추는 효과

를 나타낸다. 이는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강섬유가

150 MPa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부재의 연성파괴를 유

도하는 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

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파괴는 인장균열면에서의

강섬유의 뽐힘(pull out)과 더불어 발생한다. 강섬유의 뽑

힘과 더불어 단면의 인장강도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결

과적으로 거더의 휨파괴를 유발한다. 또한, 초기균열단계

의 처짐에 대한 극한상태의 처짐비는 2.48~4.2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 부피비의 강섬유 보강으로 균열제어

및 초기균열 이후 부재의 연성 거동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 실험연구결과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휨거동 특성 모델링 및 설계기준개발에 기초적인 연구자

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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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A+ ps fps dp c–( )

Fig. 15 Test result of compressive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16 Stress-strain relationship modeling of UHPC

Table 5 Analytical and test result

Girder
Flexural strength (kN-m) Ratio

(1)/(2)Analytical result (1) Test result (2)

T600NS 346.6 293.1 1.18

T600S 371.2 395.0 0.94

T1000S 1105.5 850.8 1.30

T1300S 1636.5 1462.3 1.12

Mean - - 1.14

Fig. 17 Stress distribution in th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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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로 보강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적용한 대형 크기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정적하중재하실험을 통하여 휨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추후 UHPC를 적용한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처짐산정 및 휨강도 산정 모델링에 주요한 기초적인 실험결과를 제공한다. 휨 하중하에서의 프

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T-거더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섬유를 혼입하였다. 강섬유는 원형단면의 직선형상이며, 콘

크리트에서 2%의 부피비를 나타낸다. 거더는 압축강도 150~190 MPa의 UHPC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프리스트레스

트 거더의 휨내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는 강섬유 보강 UHPC가 거더의 균열제어 및 연성거동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강섬유 보강 UHPC를 적용한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파괴는 인장균열에서의 가교 역할(bridging effect)을 하

는 강섬유의 뽐힘(pullout)과 더불어 발생한다. 강섬유의 뽑힘과 더불어 단면의 인장강도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거더의

휨파괴를 유발한다. 또한, 도입 프리스트레스량이 거더의 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용어 :초고성능 콘크리트, 강섬유,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균열,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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