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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steel fiber-reinforced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beams subjected to torsion are presented. Six tests carried out on square beams under torsional moment are presented. The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the volume fraction of the fibers  and closed-stirrup ratio. The volume fraction of the fibers was 1.0% 

and 2.0%. The closed-stirrup ratio was 0, 0.35%, and 0.70%.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ultimate torsional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fiber volume, and that ultimate torsional strength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losed-stirrup ratio. In addition, 

predictive equations for evaluating the ultimate torsional strength of UHPC beams were proposed. The comparison between 

computed values and the experimentally observed values was shown to validate the proposed analytical equations. It was found that 

predictions by using proposed equation provides good agreement with test results of UHPC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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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인성, 

연성 및 충격에 대한 저항능력이 뛰어나므로, 콘크리트 

보의 강섬유 혼입은 보의 구조적인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강섬유 혼입은 콘크리트의 취성파괴 특성을 감소시

켜 연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1,2) 연성특성의 향상은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높은 인장강도와 균열면에서 섬

유의 가교효과(bridging effect) 때문이다.3-5)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고강도 콘크리트는 상대적

으로 더욱 취성적이므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강섬유 

보강은 취성파괴 특성을 저감시키는데 유리하며, 철근이 

밀집된 영역에서 철근 배근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제공한

다. 특히, 최근에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초고강도의 

발현 및 인성의 증대 등을 통해 압축강도 150 MPa 이상

의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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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컬어질 정도로 성능이 증대되고 있다.6-9)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거동 특성 및 강도평가를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10-13) 또한, 비틀림을 받는 강섬

유보강 콘크리트의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Thomas와 Ramaswamy,14) Narayanan과 Kareem-Palanjian,15) 

Rao와 Seshu16)는 보의 비틀림 거동에 대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nsur 

등,17) Chalioris와 Karayannis18)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비틀림 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강

섬유의 혼입에 의해 콘크리트의 비틀림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Karayannis,19) Karayannis와 Chalioris20)

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거동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한 비선형 수치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통강도 콘크리트(normal strength concrete)와 중강도 콘

크리트(moderately high-strength concrete)의 비틀림 거동 

특성 연구에 비해 초고강도 특성을 갖는 UHPC의 비틀림 

거동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보강 UHPC 보의 비틀림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1～2% 부피비의 강섬유를 혼

입하고 150 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시멘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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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 proportion by weight ratio

Water

-binder

ratio

Cement
Silica 

fume
Filler

Fine

aggre

gate

Water

-reducing 

admixture

Fiber

(volume 

fraction) (%)

0.2 1.0 0.25 0.3 1.1 0.02 1, 2

Table 2 Details of test beams

Test beam

Compressive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Fiber

content

(%)

Rebar

content

(%)

Stirrup

volume

content 

(%)

F1-L56-S00 174 9.8 1.0 0.56 0.00

F1-L56-S35 174 9.8 1.0 0.56 0.35

F1-L56-S70 174 9.8 1.0 0.56 0.70

F2-L56-S00 192 18.8 2.0 0.56 0.00

F2-L56-S35 192 18.8 2.0 0.56 0.35

F2-L56-S70 178 15.4 2.0 0.56 0.70

(a) Stirrup content = 0%

(b) Stirrup content = 0.35%

(c) Stirrup content = 0.7%

Fig. 1 Dimension of test beam (unit: mm)

합재료이다. 정사각형 단면 형상의 UHPC 보 부재에 대

해 정적하중 재하실험을 수행하여 비틀림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UHPC 보의 비틀림 강도 예측식을 제

안하였으며, 제안식에 의한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

교하여 제안식의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재료특성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에 적용한 시멘

트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이며, 반응성 분체로 실리카 

퓸을 사용하였다. 배합에 적용된 물-결합재 비는 0.2이다. 

잔골재는 입도 0.5 mm 이하의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굵

은 골재는 사용하지 않았다. 충전재(filler)는 구성입자 평

균 입경이 10 µm이고 SiO2 98%이상, 밀도 2600 kg/m3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섬유는 직선형상의 강섬유를 사용하

였다. 강섬유의 특성으로써 밀도는 7500 kg/m3, 항복강도

는 2500 MPa, 직경은 0.2 mm이다. 강섬유의 길이는 16.5 

와 19.5 mm로써, 각각 절반씩 혼입하였다. 강섬유의 부피

비는 1.0% 및 2.0%이다. 또한, 낮은 물-결합재 비에 의한 

작업성을 증진하기 위해 밀도 1060 kg/m3의 폴리카르본

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충전재는 SAC사 제

품을 이용하였고, 강섬유는 남성산업 제품을 이용하였다. 

Table 1에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시멘트 중량을 기준으로 주요 구성재료에 대해 중량비로 

나타내었다.

보 부재를 제작할 때 타설한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

용하여 매회 배치마다 압축강도 실험용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할 때 측정한 하중-변

위 관계를 바탕으로 응력-변형률 관계 곡선을 획득하였

으며 이로부터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산정하였다. 각 

부재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프리즘 형상의 시편을 제

작하고 시편 하면에 노치(notch)를 내어 3점하중 재하법

에 의해 휨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휨인장시편은 100× 

100×400 mm3의 사각 프리즘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노치

는 지간 중앙에 10 mm 깊이로 내었으며, 균열 게이지를 

이용하여 하중재하 단계별로 노치의 균열개구변위를 측

정하였다. 3점 하중 재하법에 의해 측정한 하중-균열개구

변위관계 곡선을 토대로 역해석을 수행하여 산정한 인장

강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 부재

실험부재는 300×300×3000 mm3의 크기를 가진 정사각

형 단면으로 제작하였다. 실험변수인 1.0% 및 2.0%의 강

섬유양에 따라 각각 3개의 부재를 제작하여 총 6개의 부

재를 제작하였다. 6개의 부재에 대하여 종방향 철근양은 

모두 D13 철근을 4개 배근하여 0.56%의 철근양으로 제

작하였다. 1.0% 및 2.0%의 강섬유양에 대해 폐쇄스터럽

을 배근을 하지 않은 경우(0%), D10 철근을 200 mm 간

격으로 배근한 경우(0.35%)와 D10 철근을 100 mm 간격

으로 배근한 경우(0.70%)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각각 S00, 

S35 및 S70으로 부재이름에 표기하였다.

비틀림 거동 관찰 구간은 부재의 중앙부분 1600 mm 

구간으로 하였으며, 부재 양단의 700 mm 구간은 일괄적

으로 D10 스터럽을 5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지점에서

의 비틀림파괴를 방지하였다. Fig. 1에 실험부재의 단면

도와 측면도 상세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폐쇄스터럽량

이 0%인 부재는 Table 2의 F1-L56-S00과 F2-L56-S0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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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vation

(b) Section A-A (c) Section B-B

Fig. 2 Details of test set-up (unit: mm)

Fig. 3 Actual test set-up

Fig. 4 Measurement system (unit: mm)

Fig. 5 Torsional moment-twist curve (F1-L56-S35)

재이며, 폐쇄스터럽량이 0.35%인 부재는 F1-L56-S35과 

F2-L56-S35 부재이다. 또한, 폐쇄스터럽량이 0.70%인 부

재는 F1-L56-S70과 F2-L56-S70 이다.

2.3 실험 방법

용량 1000 kN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Fig. 2와 같이 

비틀림 하중을 재하하였다. 길이 3.0 m의 보에 대하여 

2.45 m의 구간에 대하여 비틀림 하중을 재하하였다. 부재

는 한쪽 지점은 회전을 구속하기 위하여 고정지점을 갖

도록 하였으며, 다른 한쪽 지점은 회전 베어링(arc bearing)

을 설치하여 횡방향으로 회전변위가 자유롭게 발생하도

록 하였다. 

회전지점에 가력보(loading beam)를 설치하였으며, 부

재의 중심선으로부터 0.8 m(lever arm) 만큼 떨어진 가력

보 위치에 하중을 재하하여 부재에 비틀림을 가력하였다. 

회전지점은 부재의 중심선에 대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실제적 비틀림 가력장치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보의 비틀림 각도를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틀

림 각도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Fig. 4에 

비틀림 각도 측정 단면 위치를 나타내었다. 첫번째 방법

으로써, 가력단 방향의 부재 끝단(단면 A-A)에 경사계

(tiltmeter)를 설치하여 부재의 비틀림 각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써, 비틀림 하중 재하단면(단면 B-B)의 

가력보 끝단에 LVDT를 설치하여 하중 단계별 처짐을 측

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틀림 각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비틀림 하중 재하단면(단면 B-B)에서 525 mm 떨

어진 단면(단면 C-C)에 강재 프레임과 LVDT를 설치하여 

하중 단계별 처짐을 측정하여 비틀림 각도를 산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균열 및 거동 특성

실험 부재의 균열 및 파괴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

재가 파괴할 때까지 하중을 재하하여 각 하중단계에 따

른 균열진전 양상을 파악하고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

을 측정하였다. Fig. 4에 나타낸 세 단면에서의 비틀림 각

도량 측정값을 이용한 부재 F1-L56-S35 부재의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을 Fig. 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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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clined crack pattern

(b) Major inclined crack

Fig. 6 Crack and failure pattern (F1-L56-S00)

(a) F1-L56-S00

(b) F1-L56-S35

(c) F1-L56-S70

(d) F2-L56-S00

(e) F2-L56-S35

(f) F2-L56-S70

Fig. 7 Comparison of crack pattern

면에서의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은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으며, 비틀림 측정값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

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부재 F1-L56-S00의 사인장 균열 및 파괴양

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초기하중 재하 단계에서 비틀

림 모멘트-각도 곡선은 거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초기

균열은 지점부 근처에서 비틀림 모멘트()가 68 kN ‧ m 

일때 발생하였다. 초기 비틀림균열 이후 비틀림 모멘트

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인장 균열이 이미 발생한 

사인장 균열사이로 추가로 발생하였다. 균열은 부재의 4

개 면을 따라 나선 형태를 나타내었다. 부재는 초기 균열 

이후에도 추가로 비틀림 하중을 부담하며, 최대 비틀림 

모멘트()는 73.3 kN ‧ m이다(Fig. 5). 최대 비틀림 모멘

트 도달시의 비틀림 각도()는 0.0111 rad/m이다. 

스터럽이 없는 일반 콘크리트 보는 초기균열 후 갑작

스런 파괴거동을 나타낸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의 초고

성능 콘크리트 보는 스터럽이 없을지라도 초기균열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비틀림 모멘트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나타낸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는 초기 균열 이후에도 

극한 상태까지 비틀림 모멘트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균열후(post-cracking) 거동을 나타낸다. 이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거동이 초기균열 이후에도 뚜렷한 

연성을 나타냄을 의미하며, 일반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거동과는 다른 특성이다. 초기균열 이후의 하중 증가에 

따라 여러개의 미세 사인장 균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발생한 균열은 응력 재분배로 인한 보의 하중분

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증가와 더

불어 균열을 가로지르는 강섬유는 더욱 큰 응력을 부담

한다. 

최대 하중상태에 도달할 때 여러개의 균열 중에서 Fig. 

6(b)와 같이 특정 균열의 균열폭이 뚜렷이 증가하고 강섬

유 뽑힘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여러 개의 사인장균열 중 

특정 균열폭이 증가하여 주 사인장 균열(major inclined 

crack)로 발전하였다. 최대 하중 이후 비틀림 모멘트는 점

진적으로 감소하며, 이와 더불어 다른 균열에 비하여 주 

사인장 균열 폭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극한

하중 상태까지 강섬유의 가교 역할로 인해 비틀림 하중 

분담 능력은 증가하나, 극한 하중 이후에는 주 사인장 균

열에서의 강섬유의 가교역할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부재

의 비틀림 하중도 감소한다고 판단된다. 극한 비틀림 모

멘트( = 73.3 kN ‧ m)에서의 균열폭은 0.2 mm이고, 최대

하중 이후 단계에서  = 57 kN ‧ m일 때의 주 사인장 균

열폭은 5.0 mm이다. 또한, 실험종료 시( = 32 kN ‧ m)의 

주사인장 균열폭은 36 mm이다. 궁극적으로 강섬유 뽑힘 

현상이 스터럽이 없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사인장 

파괴를 유발하는 파괴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Fig. 7에 모든 실험 부재의 파괴현황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초기균열은 사인장균열형태로 발생하였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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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1-L56-S35

(b) F1-L56-S70

Fig. 8 Torsional moment-stirrup strain curves

(a) Fiber content = 1%

(b) Fiber content = 2%

Fig. 9 Comparison of torsional moment-twist curves at 

various stirrup contents

비틀림균열이 발생한 후 비틀림 모멘트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비틀림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은 부재의 4개 

면을 따라 나선 형태를 나타내었다. 최대 비틀림 모멘트

에 거의 도달할 때, 여러 개의 사인장 균열 중에서 특정 

균열폭이 증가하여 주 사인장 균열로 발전하였다. 최대

하중 도달 이후 비틀림 모멘트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이와 더불어 다른 균열에 비하여 주 사인장 균열 폭은 급

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균열단계에서 극한

하중단계까지 강섬유의 가교 효과로 인해 비틀림에 대한 

저항능력은 증가하지만, 극한하중 이후에는 주 사인장 

균열에서의 강섬유의 가교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부재의 비틀림 저항능력도 감소한다고 판단된다. 

Fig. 7(a), (b) 및 (c)에 강섬유양 = 1%이고, 폐쇄스터럽

량=0.0, 0.35%, 0.70% 일 때의 파괴현황을 각각 나타내었

다. 스터럽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인장균열이 

발생한다. 이는 스터럽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사인장 

균열 발생 후에 스터럽이 응력 분배에 더욱 유리하게 작

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Fig. 6(d), (e) 및 (f)에 강섬

유양 = 2%이고, 폐쇄스터럽량 = 0.0, 0.35%, 0.70% 일 때

의 파괴현황을 각각 나타내었으며, 스터럽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였다.

극한하중 상태에서의 스터럽의 변형률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부재 SS-F1-L56-S35와 SS-F1-L56- 

S70의 스터럽에서 측정한 변형률을 Fig. 8에 각각 나타내

었다. 스터럽 변형률 측정 위치(S1, S2 및 S3)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초기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각 부재의 스터

럽 변형률의 변화는 작고, 초기 균열 이후 스터럽의 변형

률은 크게 증가한다. 부재 SS-F1-L56-S35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 상태에서 측정한 스터럽의 변형률은 각각 S1 =

2394 m/m, S2 = 3071 m/m 및 S3 = 1748 m/m이다. 스

터럽의 항복 변형률은 2000 m/m이고 스터럽 S1과 S2의 

극한하중 상태에서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을 초과한다. 

부재 SS-F1-L56-S7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 상태에서 측

정한 스터럽의 변형률은 각각 S2 = 1318 m/m 및 S3 =

1816 m/m 이다. 스터럽 S2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보다 

작지만, S3의 극한하중 상태에서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

에 근접하고 있다.

3.2 강섬유양 변화에 따른 비틀림 강도 특성

Fig. 9에 실험 부재의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을 나타

내었다. 부재의 비틀림 강도 실험 결과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부재 F1-L56-S00와 F2-L56-S00 부재의 종방향 

철근양은 0.56%, 스터럽은 배근되지 않은 동일한 조건이

지만, 강섬유양은 1.0%(F1-L56-S00) 및 2.0%(F2-L56-S00)

로서 각각 다르다. 

부재 강섬유양이 1%인 부재 F1-L56-S00의 극한 비틀

림 모멘트가 강섬유양이 2%인 부재 F2-L56-S00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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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and analytical results of torsional strength

Test

beam

Test

result

(kN-m)

SB(1)

(kN-m)

TW(2)

(kN-m)

Proposed analytical result

at various  (kN-m)

Ratio of analytical result

to test result

(1) (2) (3)
 

(4)

 

(5)

 

(6)

  

(7)
(2)
(1)

(3)
(1)

(4)
(1)

(5)
(1)

(6)
(1)

(7)
(1)

F1-L56-S00 73.3 25.4 - 39.8 47.8 55.8 63.7 0.35 - 0.66 0.80 0.93 1.06 

F1-L56-S35 75.3 33.1 13.2 47.5 55.5 63.5 71.4 0.44 0.18 0.63 0.74 0.84 0.95 

F1-L56-S70 86.7 40.8 26.4 55.2 63.2 71.1 79.1 0.47 0.30 0.64 0.73 0.82 0.91 

F2-L56-S00 66.1 26.7 - 48.3 58.0 67.6 77.3 0.40 - 0.73 0.88 1.02 1.17 

F2-L56-S35 85.6 34.4 13.2 56.0 65.6 75.3 85.0 0.40 0.15 0.65 0.77 0.88 0.99 

F2-L56-S70 109.8 41.1 26.4 63.7 73.3 83.0 92.7 0.37 0.24 0.58 0.67 0.76 0.84 

Mean  -  -  -  -  -  - - 0.41 0.15 0.65 0.76 0.88 0.99 

(1) Skew-bending theory, (2) Thin-walled, space truss theory

비틀림 모멘트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부재 

F1-L56-S00는 극한하중 이후에도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

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부

재 F2-L56-S00의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은 극한하중 

이후에 다소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및 UHPC의 경우 강도차원에서 강

섬유 혼입량도 중요하지만, 강섬유의 배열 또한 부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8) 이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재

료특성이 섬유의 분산 및 배열에 영향을 받는 특성과 연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섬유 혼입량이 많은 경우에 콘

크리트를 배합할 때 강섬유의 뭉침 현상(fiber balling)에 

의해 섬유의 분산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섬유의 

뭉침현상은 부재의 거동 및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강섬유의 분산성이 좋을지라도 강섬유가 부재의 

주인장응력 방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열되지 않으면 비

틀림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섬유 

혼입률이 2.0%인 F2-L56-S00 부재가 강섬유 혼입률이 

1.0%인 F1-L56-S00 부재에 비하여 비틀림 강도가 작고 

균열후 거동이 양호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강섬유 

배열이 좋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부재 F1-L56-S35 및 F2-L56-S35의 종방향 철근양은 

0.56%, 스터럽량은 0.35%로서 동일하지만, 강섬유양은 

각각 1.0 및 2.0%로써 서로 다르다. 또한, 부재 F1-L56-S70 

및 F2-L56-S70의 종방향 철근양은 0.56%, 스터럽량은 

0.70%로서 동일하지만, 강섬유양은 각각 1.0% 및 2.0%로

써 서로 다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섬유양 증가

에 따라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증가하였다. 부재 F1- 

L56-S35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75.3 kN-m이고 부재 

F2-L56-S35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85.6 kN-m로써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14% 증가하였다.

부재 F1-L56-S7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86.7 kN-m이

고 부재 F2-L56-S7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109.8 kN-m

로써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27% 증가하였다. 따라서, 강

섬유양의 증가는 UHPC 부재의 비틀림 강도 증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3.3 스터럽량 변화에 따른 비틀림 강도 특성

부재 F1-L56-S00, F1-L56-S35 및 F1-L567-S70의 강섬

유 함유양은 1%, 종방향 철근비는 0.56% 로서 동일하지

만, 스터럽량은 각각 0, 0.35% 및 0.70% 로서 다르다. 

Fig.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터럽 증가에 따라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증가하고 있다. 스터럽량이 0%일 경우

(F1-L56-S0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73.3 kN-m이고 스

터럽량이 0.70% 일 경우(F1-L56-S70)의 극한 비틀림 모멘

트는 86.7 kN-m로써 극한비틀림 모멘트는 18% 증가한다. 

또한, 부재 F2-L56-S00, F2-L56-S35 및 F2-L56-S70의 

비틀림 모멘트-각도 곡선을 비교하여 Fig. 9(b)에 나타내

었다. 세 부재의 강섬유 함유양은 2%, 종방향 철근비는 

0.56%로서 동일하지만, 스터럽량은 각각 0, 0.35 및 

0.70% 로써 다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터럽 증

가에 따라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증가하고 있다. 스터럽

량이 0%일 경우(F2-L56-S0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66.1 kN-m이고 스터럽량이 0.70%일 경우(F2-L56-S70)의 

극한 비틀림 모멘트는 109.8 kN-m로써 극한 비틀림 모멘트

는 66% 증가한다. 또한 스터럽량 증가에 따라 균열 비틀

림 모멘트에서 극한 비틀림 모멘트까지의 비틀림 변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터럽이 증가함에 따라 비틀림 

연성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

한 비틀림 부재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추후 보통

강도 콘크리트 비틀림 부재의 실험을 통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 더욱 상세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비틀림 거

동 특성 고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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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틀림 모멘트 강도 평가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강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써 경사 휨(skew-bending) 이론,22) 박벽관 입체 트러스 이

론(thin-walled, space truss analogies),23,24) 수정압축장 이론

(modified compression field theory)25) 및 Hsu 등이 제안한 

회전각 연화 트러스 이론(rotation angle softened truss model)26)

이 있다.

경사 휨 이론은 콘크리트에 의한 비틀림강도 기여분

()과 스터럽에 의한 비틀림강도 기여분()을 구분하여 

비틀림 강도를 산정하도록 제안되었으며, 공칭 비틀림강

도는 다음과 같다.

   

     


 
 

(1)


   




≤ (2)

여기서,  : 단면의 짧은 변의 길이(mm)

 : 단면의 긴 변의 길이(mm)

 : 스터럽 짧은 변의 길이(mm)

 : 스터럽 긴 변의 길이(mm)

 : 스터럽 다리(leg) 하나의 단면적(mm2)

 : 스터럽의 항복강도(MPa)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Table 3에 비틀림 강도 실험 결과와 경사휨이론에 의

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보통강도 콘크리

트의 비틀림 거동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기존의 경사 

휨 이론은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비틀림 강도를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벽관 이론과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한 공간 트러스 

개념에 근거한 비틀림 강도 평가식은 경사 휨 이론보다 

간략하게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틀림 강도를 평가한다. 

콘크리트에 의한 비틀림 강도 기여분을 무시하고 스터럽

이 기여하는 공간 트러스 이론만에 의해 비틀림 강도를 

평가하고 있어 콘크리트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을 효과적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박벽관입체 트러스 이론에 의한 

공칭 비틀림 강도는 다음과 같다. 

 



cot (3)

여기서,  : 전단흐름 중신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 0.85

 : 폐쇄스터럽으로 둘러싸인 면적(= )

 : 폐쇄스터럽 다리 하나의 면적

 : 폐쇄스터럽의 항복강도

 : 스터럽 간격

 : 부재 중심선에 대한 사인장균열각도

Table 3에 비틀림 강도 실험 결과와 박벽관입체 트러

스 이론에 의한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박벽

관입체 트러스 이론은 F1-L56-S00 및 F2-L56-S00와 같이 

스터럽이 배근되지 않은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박벽관입체 트러스 이론은 

스터럽이 비틀림 강도를 지배하므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처럼 균열 이후 섬유의 가교 작용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비틀림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초고성능 콘크리

트의 비틀림 강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UHPC의 비틀림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균열 이

후 섬유의 가교 작용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연성거동으로 

인해, 콘크리트와 강섬유의 비틀림 강도기여를 합리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UHPC 보의 비틀

림강도를 콘크리트 매트릭스의 비틀림강도 기여분(), 

철근의 비틀림강도 기여분() 및 강섬유의 비틀림강도 

기여분()의 합으로 표현하였다. 


 


 (4)

콘크리트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은 다음과 같다.

  × 


×  () (5)

여기서,  : 부재 단면의 짧은 변의 길이(mm)

 : 부재 단면의 긴 변의 길이(mm)

 : 2축응력상태에서의 인장강도 감소계수(= 0.85)

 : 매트릭스의 휨인장강도(MPa)

 :극한상태에서 콘크리트의 비틀림기여 계수

철근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은 다음과 같다.


 



  (6)

    



≤ (7)

여기서, 식 (6)과 (7)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식 (1)과 (2)

의 변수의 정의와 같다. 

강섬유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은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 강섬유의 비틀림강도 계수

 : 강섬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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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는 강섬유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을 나타

내는 계수이다. Nanni27)는 항복강도가 1500～2000 MPa인 

강섬유를 사용한 보통강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비틀

림 실험 결과를 토대로  = 0.42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

에서의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적용된 강섬유의 항복강도

는 2500 MPa이며 강섬유의 항복강도 증분량을 고려하여 

 = 0.60을 적용하였다.

극한비틀림 강도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식 (5)의 의 값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 0.5, 0.6, 0.7 및 0.8 일 때의 비틀림 강도를 각

각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 0.5, 0.6, 0.7 일 때의 예측값

은 비틀림 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실험값에 

대한  = 0.8을 적용한 예측값의 평균은 0.99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안식에 의한 예측값은 실험 결과와 비교적 일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를 혼입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

의 비틀림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

하고, 비틀림 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여 예측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균열 및 파괴양상을 관찰한 결과, 초기균열 이후의 

하중 증가에 따라 여러개의 사인장 균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초기균열 이후에도 극한 상태까지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균열 후 거동을 나타

내었다. 이는 UHPC 보의 비틀림 거동은 초기균열 

이후에도 뚜렷한 연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2) 강섬유양이 증가할수록 비틀림 강도 실험 결과는 

전반적으로 균열하중 및 극한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강섬유의 분산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판단된다. 부재 F2-L56-S00의 비틀림 강도가 부

재 F1-L56-S00의 비틀림 강도보다 작게 나타난 것

은 UHPC에서의 강섬유의 분산 및 배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스터럽량이 증가할수록 비틀림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스터럽량 증가에 따라 극한 비틀림 모멘트 상

태에서의 비틀림 변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스

터럽이 증가함에 따라 비틀림 연성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4) UHPC 보의 강섬유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을 반영한 

비틀림 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비틀림강도 예

측값은  = 0.8일 때 실험값에 근접하고 있으며, 

UHPC 보의 비틀림강도 예측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의 비틀림강도 실험 결과는 강섬

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추후 개선된 비틀림 

강도예측을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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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6개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 부재에 대해 하중재하실험을 수행하여 비틀림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재의 실험변

수는 강섬유 혼입량과 폐쇄 스터럽량이다. 강섬유 혼입량은 1.0% 및 2.0%로 변화하였고, 폐쇄 스터럽량은 0, 0.35% 및 0.70%로 

변화하였다. 실험 결과는 강섬유양이 증가할수록 극한비틀림강도가 증가하고, 폐쇄스터럽량이 증가할수록 극한비틀림강도가 증

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비틀림 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였으며, 예측식은 콘크리트, 스터럽 및 강섬유의 비틀림 강도 기여분

을 각각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 보의 비틀림 강도 예측식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비틀림

강도 실험 결과를 예측값과 비교하였으며, 예측값은 실험 결과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안식을 이용하

여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비틀림 강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초고성능 콘크리트, 비틀림 강도, 강섬유, 폐쇄스터럽, 균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