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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콘크리트와 형강을 사용한 합성 복근보의 강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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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doubly reinforced composite beams

with steel fiber concretes and steel angles. For this purpose, total 6 specimens whose variables are shear span-to-depth

ratio, existence of shear reinforcement, and shear reinforcement details, are made and tested. All specimens are constructed

of steel fiber concretes with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30 MPa and steel fiber volumn content of 1%.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structural performance of doubly reinforced composite beams are evaluated in terms of strength,

stiffness, ductility, and energy absorbing capacity. For the better structural perform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posite beam is designed with diagonal shea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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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구조물이 고층화, 장스팬화 됨에 따라 고강도 및

고인성의 콘크리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의 발

전과 양질의 노동인력 감소에 따라 복합구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콘크리트와

강재의 재료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콘크리트의 단점

을 보완할 수 있는 합성보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 콘크리트와 L형강을 사

용한 합성보를 대상으로 구조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

재까지 국내에서는 강섬유를 혼입한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거동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1-5)
가 수행되

었지만, 강섬유를 사용한 합성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는 일부 선행연구
6-8)

 사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크형 강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와 L

형강으로 인장측과 압축측을 모두 보강한 복근보 형태의

합성보 실험체를 제작하여 구조실험을 수행하였다. 구조

실험의 변수는 전단보강의 유무와 전단보강재의 배치형

태 및 전단경간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결과로

부터 합성보의 강도 특성과 연성능력 및 에너지 흡수 능

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계획 및 실험체

강섬유보강 합성보의 거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전단경간비, 강섬유 혼입률,

인장보강근비, 전단보강상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전단보강상세와 전단경간의 길이가 합성보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6개의 강섬

유보강 합성 복근보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전단보강상세

를 변수로 한 4개의 실험체와 전단보강상세 및 전단경

간의 길이를 변수로 한 단보 2개의 실험체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실험체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30 MPa과 강

섬유 혼입률 1%로 동일하게 계획하였으며, 실험체의 단

면은 200 × 300 mm로 하였다. 전단경간비 4.0인 실험체의

전체길이는 2,700 mm, 지점사이의 경간길이 (L)는 2,400 mm

로 하였으며, 전단경간비 1.5인 실험체의 전체길이는

1,050 mm, 지점간 경간길이 (L)는 850 mm로 계획하였다.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40 mm로 하였다. Table 1에서는

실험체의 제원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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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실험체의 형상과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 제작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은 Table 2에서 보

여주고 있으며, 보강근의 역학적 특성은 Table 3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는 강섬유의 재료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Fig. 2에서는 SCB-1-D5-4.0과 SCB-1-D5D4-

4.0 실험체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와 인장보강용 L형강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 결과를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보여

주고 있다.

2.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전단경간비 4.0인 실험체는 1,000 kN 용량의 구조프레

임과 500 kN 오일잭을 사용하여 보의 중앙부에 단조증

가 4점 가력 (four point loading) 하였다. 전단경간비 1.5

인 실험체는 2,000 kN 용량의 UTM에 설치하여 보의 중

앙부를 재하하였다. Fig. 3은 실험체의 설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전단경간비 4.0인 실험체의 LVDT 설치는 수직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 하단 중앙부와 좌·우측 보의

경간 1/4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 실

험체 전면 중앙의 상·하부에 보의 유효깊이와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전단경간비 1.5인 실험체의 LVDT

는 실험체 하단 중앙부에 설치하여 수직변위를 측정하였

다.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는 인장 및

압축보강용 앵글의 중앙부와 중앙 좌우로 각 200 mm 떨

어진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전단보강용 사재의 길이방향

중앙부에 게이지를 설치하여 보강재의 항복여부를 파악

하고 변형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4에서는 각 실험

체의 LVDT 및 스트레인게이지의 설치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재하 하중단계마다 보의 처짐과 보강근의 변형

률을 측정하면서 보의 전·후면 균열 상태와 균열에 대

한 하중값을 표시하였으며, 균열폭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균열발생 및 파괴 상황

전단경간비 4.0인 실험체의 초기 휨균열은 보의 중앙

부 하단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이 증가할수록 휨균열은 휨

-전단 균열로 진행되었다.

반면 전단경간비 1.5인 실험체는 휨균열 및 전단균열

의 발생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력부와 지점부분의

Table 1 Test specimen details

Specimen
b

(mm)

h

(mm)

d

(mm)

As

(mm
2
)

As
'

(mm
2
)

Tensile member fcu

(MPa)

fy
(MPa)

L

(m)
a/d

Steel fiber

content (%)

Web

reinforcementρ (%) ρ / ρb

 SCB-1-D5-4.0 200 300 238 2,538 1,160 5.33 0.84 33.9 327.3 2.4 4.0 1.0 No

 SCB-1-D5V-4.0 200 300 238 2,538 938 5.33 0.84 29.1 327.3 2.4 4.0 1.0 Yes

 SCB-1-D5D2-4.0 200 300 238 2,538 938 5.33 0.84 29.1 327.3 2.4 4.0 1.0 Yes

 SCB-1-D5D4-4.0 200 300 238 2,538 1,160 5.33 0.84 33.9 327.3 2.4 4.0 1.0 Yes

 SCB-1-D3-1.5 200 300 241 1,625 1,160 3.38 0.53 31.8 314.2 1.05 1.5 1.0 No

 SCB-1-D3D4-1.5 200 300 241 1,625 1,160 3.38 0.53 31.8 314.2 1.05 1.5 1.0 Yes

*SCB-1-D◇□●-○ ① SCB : composite beam 

② Fiber volume fraction (%) 

③ D : doubly reinforced beam        ◇ : Tensile reinforcement ratio (%)

  □ : D - diagonal shear reinforcement, V - Vertical shear reinforcement

  ● : Width of shear reinforcement (cm)

④ Shear span-to-depth ratio

 ① ②  ③  ④

Fig. 1 Configuration of specimens

Table 2 Mix proportion for steel fiber concrete

fck

(MPa)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Steel fiber

(1%)

30 55 65 220 400 1,003 55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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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박리현상이 나타났으며, 지점과 가력점을 연결

하는 아치형태의 사인장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사인장

균열의 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취성적인 전단

파괴의 거동을 보여주었다.

Fig. 5는 각 실험체의 최종파괴시 균열발생 상황을 보

여주고 있다. 전단경간비 4.0의 SCB-1-D5-4.0, SCB-1-

D5V-4.0, SCB-1-D5D2-4.0, SCB-1-D5D4-4.0 실험체의 초기

휨균열은 보의 중앙부 하단에서 17~40 kN의 하중범위에

서 발생하였다. 전단보강용 사재가 없는 SCB-1-D5-4.0 실

험체는 초기 휨균열이 발생하여 하중의 증가와 함께 휨

균열은 휨-전단균열로 진행되었으며, 실험체 좌측 부분

의 복부에서 발생한 사인장균열의 균열폭이 커지면서 전

단파괴하는 취성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SCB-1-D5V-4.0

실험체와 SCB-1-D5D2-4.0 실험체는 초기 휨균열, 휨-전

단균열 및 사인장균열이 발생하였지만 전단균열의 폭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력부의 콘크리트 압축파괴

에 의한 휨-전단파괴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SCB-1-D5D2-4.0

실험체와 비교할 때 사재의 단면적이 큰 SCB-1-D5D4-4.0

실험체는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생한 후 인장보강근의 항

복과 함께 실험체 중앙부에 발생한 휨균열이 크게 벌어

지면서 가력부의 콘크리트가 압축파괴하는 연성적인 거

동의 휨파괴를 보여주었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angles

Member fy (MPa) εy (×10
-6
) fu (MPa) Es (MPa) Elong. (%) Applied location

L-60×60×4 342.0 1,640 459.3 208,536 27.5

Compression member in

SCB-1-D5V-4.0

SCB-1-D5D2-4.0

L-60×60×5 366.7 1,770 433.3 207,484 13.0

Compression member in

SCB-1-D5-4.0

SCB-1-D5D4-4.0

SCB-1-D3-1.5

SCB-1-D3D4-1.5

L-70×70×6 314.2 1,420 422.5 221,573 20.8

Tension member in

SCB-1-D3-1.5

SCB-1-D3D4-1.5

L-75×75×9 327.3 1,610 470.1 203,292 17.2

Tension member in

SCB-1-D5-4.0

SCB-1-D5V-4.0

SCB-1-D5D2-4.0

SCB-1-D5D4-4.0

Table 4 Properties of steel fiber

Type of

steel fiber

Length

(mm)

Diameter

(mm)

Aspect

ratio

Tensile strength

(MPa)

Hooked end 30.5 0.5 62 1,267

Fig. 2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and steel

Fig. 3 Setup fo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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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경간비 1.5인 실험체는 전단보강용 사재가 없는

SCB-1-D3-1.5 실험체의 경우 초기균열은 경간의 약 1/4

부분에서 미세한 전단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실험체 중

앙부 하단에서의 휨균열과 휨-전단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가력부와 지점을 이어주는 아치형태의 사인장균열이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전단파괴하였다. 전단보

강을 위한 사재를 포함하고 있는 SCB-1-D3D4-1.5 실험

체는 주요 균열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미세균열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인 파괴는 사인장균

열에 의한 전단파괴를 보였다.

3.2 하중-변위 곡선

각각의 실험체들은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항복

이후 서로 다른 거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단보강

용 사재가 배근된 실험체는 전단보강이 없는 실험체 보

다 내력과 연성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

단보강근의 배근형태는 대각선보강의 경우가 수직보강에

비해 보다 우수한 구조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는 실험체의 하중과 중앙부 변위를 보여주

고 있으며, 초기 휨균열, 휨-전단균열 및 사인장균열 발

생시의 강도와 유효강성 (Ie)과 휨강도 (Mn) 및 전단강도

(Vn)의 계산값을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전단경간비 4.0이며, 전단보강이 없는 SCB-1-D5-4.0 실

험체는 154 kN에서 실험체 좌측 경간의 1/4지점에서 발

생한 사인장균열이 크게 벌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강도가

저하하는 전단파괴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실험체의 최대

강도 154 kN은 공칭전단강도 계산값을 초과하고 있지만,

공칭휨강도 보다 현저히 낮은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단경간비 4.0인 SCB-1-D5V-4.0 및 SCB-1-D5D2-4.0

실험체는 부재의 항복과 동시에 최대강도를 나타낸 후

점차 강도가 저하하는 휨-전단파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SCB-1-D5D4-4.0 실험체는 인장측 형강이 항

복한 이후 최종파괴 전까지 강도저하를 보이지 않고 처

짐이 증가하는 매우 연성적인 휨파괴 모드를 나타내었다. 

전단경간비 1.5인 SCB-1-D3-1.5 및 SCB-1-D3D4-1.5 실

험체는 모두 취성적인 전단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

대강도는 작은 전단경간비에 의해 나타나는 아치작용으

로 예상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단보강용 사재를 배

근한 SCB-1-D3D4-1.5 실험체는 전단보강이 없는 SCB-1-

D3-1.5 실험체와 비교할 때 미약하지만 조기의 취성파괴

Fig. 4 Instrument for displacement and strain

Fig. 5 Cracking pattern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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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6에서는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나타난 강

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비균열 단면의 단면2차 모멘트

Ig를 사용하여 구한 탄성변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초

기 휨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실험체의 강성은 비균열

단면의 단면2차 모멘트 Ig값을 사용한 탄성 강성과 양호

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균열발생 이후의 강성은 탄

성강성의 기울기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보강근이 항복하는 시

점의 변위와 원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를 유효강성 Ie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한 유효

강성 Ie는 전단경간비 4.0 실험체의 경우 비균열 단면의

Fig. 6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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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2차모멘트 Ig값의 70~80%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단

경간비 1.5 실험체는 Ig값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휨 및 전단강도의 평가

강섬유보강 합성 복근보의 공칭휨강도 (Mn)는 콘크리

트의 극한 변형률을 0.003으로 가정하고 강섬유에 의한

콘크리트 인장강도 효과를 고려할 때 Fig. 7과 같은 등

가응력블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σpc = 0.28 (MPa)이고, F = Vf lf / df, Vf =강섬

유 혼입률, lf / d f =강섬유 형상비를 나타낸다. 

식 (1)은 중립축에 대하여 강섬유 콘크리트의 압축력

에 의한 휨강도 (Mnc)와 인장보강근의 인장력에 의한 휨

강도 (Mns), 강섬유 콘크리트의 인장력에 의한 휨강도

(Mnf)의 항목을 모두 더하여 구한 것이다.

Table 5는 실험시 휨파괴 또는 휨-전단파괴한 실험체

의 최대강도와 식 (1)을 사용하여 구한 휨강도 계산값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8에서는 계산값과 실험값

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실험체의 휨강도 계산값은 실험체의 최대강도를 평균 8%

의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섬유로 보강된 합성보의 전단강도는 강섬유 콘

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Vfrc)
7)
와 전단보강근의 전단강도

를 더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2)

(3)

여기서 e = 1 for a / d > 2.5

       e = 2.5 d / a ≤ 3.0 for a / d ≤ 2.5

(4)

실험체의 공칭전단강도 (Vn)는 식 (2)로부터 강섬유 콘

크리트의 전단강도 (Vfrc)와 전단보강근의 전단강도 (Vs)

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강섬유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9) 

( )

와 강섬유 혼입에 의한 전단강도 상승부분 (Vf)으로 세

분할 수 있다. Table 6에서는 이상과 같이 실험체의 공

칭전단강도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전단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Table 7 및 Fig. 9에서는 실험으로 구한 최대강도

Mn 0.85ab
h

2
---

a

2
---–⎝ ⎠

⎛ ⎞ As fy d
h

2
---–⎝ ⎠

⎛ ⎞+=

As ′ fy′
h

2
--- d′–⎝ ⎠
⎛ ⎞ 0.5σpc h c–( )bc

2
---+ +

F fck

Vn Vc Vf+( ) Vs+ Vfrc Vs+= =

Vfrc 0.2e 0.25F+( ) fck 75ρd

a
---+ bd=

Vs

Av fyd

s
--------------  αsin  αcos+( )=

Vc 0.167 fckbd=

Table 6 Constituent members of ultimate shear strength

Specimen
Vn Vfrc Vf Vc

(kN)

5Vc

(kN)

Vs

(kN)

Vc / Vfrc

(%)

Vf / Vfrc

(%)
Remark

Vfrc + Vs (kN) Vf + Vc (kN) Vfrc − Vc (kN)

SCB-1-D5-4.0 144.6 144.6 98.4 46.2 231.0 0 31.9 68.1 Vn < 5Vc

SCB-1-D5V-4.0 210.7 137.5 94.7 42.8 214.0 73.2 31.1 68.9 Vn < 5Vc

SCB-1-D5D2-4.0 206.1 137.5 94.7 42.8 214.0 68.6 31.1 68.9 Vn < 5Vc

SCB-1-D5D4-4.0 280.5 144.6 98.4 46.2 231.0 135.9 31.9 68.1 Vn > 5Vc

SCB-1-D3-1.5 218.6 218.6 173.3 45.3 226.6 0 20.7 79.3 Vn < 5Vc

SCB-1-D3D4-1.5 287.0 218.6 173.3 45.3 226.6 68.4 20.7 79.3 Vn > 5Vc

Fig. 7 Assumption for flexural strength calculation

Table 5 Comparison of tested and predicted flexural strengths

for specimens

Specimen Mtest (kNm) Mpred. (kNm) Mtest / Mpred.

SCB-1-D5V-4.0 168.4 161.3 1.04

SCB-1-D5D2-4.0 181.8 161.3 1.13

SCB-1-D5D4-4.0 179.9 170 1.06
Fig. 8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tested flexural strength

(M
n
) of specimn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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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식 (1) 및 식 (2)에 의해 구한 휨강도와 전단강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식 (1)에 의한 휨강도를 전단경간

으로 나누어준 강도 (Mn / a)와 식 (2)에 의한 공칭전단강

도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된 예측 강도와 실험체의 최

대강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오차 24% (변동계수 20.6%)

의 범위에서 합성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성보 실험체는 휨강도와 전단강도에 의해 각각 3개씩

실험체의 내력이 지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성보

의 강도예측을 위한 휨강도 및 전단강도의 산정식은 실

험체의 파괴모드와 최대강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한편 Fig. 10은 앞서 설명한 실험체의 전단강도를 구

성요소별로 도식화한 것으로서 강섬유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Vfrc)에서 보통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2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섬유 혼입에 의한 전단

강도 상승부분 (Vf)은 약 2/3의 범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강섬유 혼입에 의한 전단보

강의 효과는 설계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3.4 연성 능력과 에너지 흡수 능력의 평가

실험체의 연성능력과 에너지소산능력은 Fig. 11에서 보

여지는 바와 같이 실험체의 항복강도와 항복변위, 최대

강도, 최대변위, 변위연성비 및 에너지 흡수 능력을 정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에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의 연성 능력은 전단보강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단보강의 전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의 연성능력도 커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대

각부재로 전단보강된 SCB-1-D5D4-4.0 실험체의 연성능

력은 변위연성비 5.3으로서 우수한 연성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에너지 흡수 능력은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 상

에서 최대변위까지의 면적으로 구한 에너지소산능력과

이를 항복강도와 항복변위로 구성되는 부분의 삼각형면

Table 7 Comparison of test and predicted shear strengths for specimens

Specimen
fcu

(MPa)

fy
(MPa)

ρ / ρb

Vn

(kN)

Mn / a

(kN)

Test strength
Test/predicted

Failure mode

Vmax (kN) Predicted Test

 SCB-1-D5-4.0 33.9 327.3 0.84 144.6 178.7 154.0 1.26 Shear Shear

 SCB-1-D5V-4.0 29.1 327.3 0.84 210.7 169.5 176.8 1.04 Flexure Flexure-shear

 SCB-1-D5D2-4.0 29.1 327.3 0.84 206.1 169.3 191.0 1.13 Flexure Flexure-shear

 SCB-1-D5D4-4.0 33.9 327.3 0.84 280.5 188.9 188.9 1.06 Flexure Flexure

 SCB-1-D3-1.5 31.8 314.2 0.53 218.6 314 378.2 1.73 Shear Shear

 SCB-1-D3D4-1.5 31.8 314.2 0.53 287 314 409.9 1.43 Shear Shear

Fig. 9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tested maximum strength

(V
max

) of specimens

Fig. 10 Component for shear strength for specimens

Fig. 11 Definition of ductility and energy absorb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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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누어준 무차원화에너지소산능력으로 평가하였

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합성보의 에너지 흡수 능력은 전

단보강을 한 경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직

재로 전단보강하거나 대각선형태의 사재로 전단보강한

SCB-1-D5V-4.0 실험체와 SCB-1-D5D4-4.0 실험체가 우수

한 에너지 흡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3.5 보강근의 변형률 특성

Fig. 12에서는 6개의 합성보 실험체에서 인장보강재로

배치한 앵글에 부착한 스트레인게이지의 하중-변형률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전단경간비 1.5

로서 전단파괴한 SCB-1-D3-1.5 실험체와 SCB-1-D3D4-1.5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의 인장보강재는 항복변형

률을 훨씬 넘어서는 인장변형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형강과 강섬유 콘크리트로 구성한 합

성 복근보의 구조 실험을 통하여 강섬유의 전단강도 기

여 효과와 합성보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섬유보강 합성 복근보의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평

가하고, 실험체의 파괴모드를 예상하는데 사용한 휨

및 전단강도 산정식은 우수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

었다. 

2) 합성보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항복점과 원

점의 기울기로 평가한 유효강성 Ie는 전단경간비 4.0

인 실험체의 경우 비균열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Ig

의 70~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단경간비

1.5인 실험체는 Ig값의 약 50%의 유효강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강섬유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설계기준에서 규정

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근사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강도보다 3배 정도의 크기로 평가할 수 있

었다. 즉 강섬유 혼입에 의한 전단강도의 증가분은

강섬유 콘크리트의 전단강도에서 약 2/3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수준은 설계 과정에

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Table 8 Deformation characteristic of tested beams

Specimen
Py

(kN)

Pmax

(kN)

Pu

(kN)

∆y

(mm)

∆u

(mm)

µ∆

(∆u / ∆y)

E

(kNmm)
E / (Py ∆y / 2)

Web

reinforcement

SCB-1-D5-4.0 299.6 294 308.8 247.0 12.3 30.2 2.5 8028.2 4.4 No

SCB-1-D5V-4.0 323.4 280.9 353.7 283.0 12.9 63.3 3.3 16486.2 9.1 Yes

SCB-1-D5D2-4.0 323.4 323.1 377.1 301.7 13.6 49.9 3.5 14037.5 6.4 Yes

SCB-1-D5D4-4.0 299.6 329.0 377.9 302.3 12.8 68.2 5.3 19845.6 9.4 Yes

SCB-1-D3-1.5 182.1 670.9 756.3 605.0 3.8 13.8 3.6 8024.6 6.3 No

SCB-1-D3D4-1.5 182.1 731.7 819.7 655.8 3.3 14.0 4.3 9353.2 7.7 Yes

Py : yielding strength

Pmax : maximum load

Pu : failure load (Pu = 0.8Pmax)

∆y : displacement at the yielding

∆u : displacement at the failure load

E : area of load-deflection curve up to failure load

ρfy/ fck

Fig. 12 Load-strain relationship of tension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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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섬유보강 합성 복근보는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강도, 연성 능력, 에너지 흡수 능력을 모두 고려할

때 트러스 형태의 사선형 전단보강상세가 가장 우

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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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와 L형강을 사용한 합성 복근보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고자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6개의 강섬유보강 합성 복근보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모든 실험체는 혼입률 1%의 강섬유 보강이 이

루어졌다. 실험체의 주요 변수는 전단보강상세와 전단경간비이며, 실험에서 구한 강도특성을 대상으로 설계강도 산정식

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체의 강성, 연성능력 및 에너지소산능력 등의 구조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에 의

하면 합성보의 휨 및 전단강도 산정식은 양호한 수준으로 실험체의 강도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실험체에 적용

한 전단보강상세에 따라 최대강도, 연성능력, 에너지흡수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트러스 형태의 대각부재에 의

한 전단보강상세가 가장 우수한 구조성능을 보여 주었다.

핵심용어 : 합성보, 전단강도, 강성, 연성, 전단보강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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