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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in the precast concrete construction, Precast Concrete (PC) and Cast-In-Place (CIP) concrete with different 

concrete strengths are frequently used. However, current design codes do not specifically provide shear design methods for PC-CIP 

hybrid members using dual concrete strengths. In the present study, simply supported composite beams with shear reinforcement 

were tested. The test variables were the area ratio of the two concretes, spacing of shear reinforcement, and shear span-to-depth ratio. 

The shear strengths of the test specimens were evaluated by current design codes on the basis of the test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hear strength of the composite beams was affected by the concrete strength of the compressive zone and also proportional to 

the flexural rigidity of un-cracked sections. Furthermore, the contribution of shear reinforcements varied according to the concrete 

strength of the compressiv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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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들어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의 건축현장에서 

기둥, 보, 슬래브 등의 구조부재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이하 PC)와 현장타설 콘크리트(cast-in- 

place concrete, 이하 CIP)를 합성한 복합화 공법으로 시공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경제성과 공기 

단축을 위해 이미 많은 건물에 PC공법이 사용되었고 일

반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구조체의 일체성 확

보와 경제성을 위하여 All PC공법 보다는 PC와 CIP를 합

성한 복합화 공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PC-CIP 복합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인 측면, 

운송과 시공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PC는 고

강도 콘크리트(40 MPa이상), CIP는 저강도 콘크리트(24

MPa)를 사용한다.

현행 구조기준(KCI 2012 17.2.(3), ACI318-11 17.2.3)1,2)

에 따르면, 합성부재를 이루는 요소의 재료적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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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경우, 각 요소의 특성을 각각 사용하거나 이들 중 

가장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강도를 산정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기준에 의거하여 실무에

서 PC와 CIP 합성단면의 전단강도를 계산할 경우, 개별 

단면의 전단강도를 각각 산정한 후 단순 합산하여 구하

거나, 전단면에 대해 면적비로 유효콘크리트 강도를 계

산하여 전단강도를 산정한다. 일부에서는 PC와 CIP 중 

상대적으로 낮은 콘크리트 강도만 가지고 전단강도를 산

정한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전단강도 평가방법들의 유

효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나 이론적 분석은 부족한 상

황이다. 더욱이, PC와 CIP 콘크리트의 강도차이가 커질 

경우,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로 평가한 전단강도

의 편차가 증가한다. 따라서 복합화 공법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해서 콘크리트의 강도차이가 큰 PC와 CIP 콘크리

트로 이루어진 합성보의 전단강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합성부재의 전단강도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PC와 CIP 접합면의 수평전단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이뤄졌다. Seamann et al.3)은 PC보와 CIP슬래브

의 수평전단 연결재에 대해, Loov et al.4)과 Kahn et. al.5)

은 합성 T형 보의 수평전단에 대해, Halicka6)는 합성 보

의 접합면 상태에 따른 수평전단강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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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section type A~F for test specimens

기존의 합성부재의 수평 전단 연구4,6)에서 수평전단파괴

가 일어나도록 설계된 실험체에서 예상치 못한 수직전단

파괴가 발생한 경우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Loov et al.4)

의 연구에 의하면 분리 타설면의 접촉면이 넓은 실험체

에서 예상치 못한 수직전단파괴가 발생하였으며, Halicka6)

의 연구에 의하면 총 실험체의 2/3에 해당하는 실험체에

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직/수평 

전단파괴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합성부재에 

있어서 수평전단 파괴이전에 수직전단 파괴가 발생하거

나 수직전단에 의한 손상으로 수평전단성능이 감소할 수

도 있으므로 합성부재의 수직전단성능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Kim et al.7)은 횡보강되지 않은 PC와 CIP 합성단면의 

수직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현재 유일한 합성

단면의 수직전단 실험 결과로 전단철근의 영향이 없는 

합성 단면의 전단거동을 평가하였다. 횡보강되지 않은 

합성보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휨 철근비가 1.75%이하, 

전단경간비가 4.0, 압축대에 60 MPa이상의 고강도 콘크

리트가 사용된 경우 현행 기준1,2)이 실험 결과를 과대평

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은 

횡 보강된 합성 단면의 전단 강도에 대해 다양한 변수로 

평가하여 서로 다른 콘크리트 강도로 이루어진 합성보의 

수직전단강도를 분석/검증하였다.

2. 실험체 설계

2.1 현행기준의 전단강도

콘크리트 휨 부재의 전단강도에 대한 현행 구조기준1)

은 다음과 같다. 

공칭 수직 전단 강도(KCI 2012) 식 (7.2.2)1)

  (1)

여기서, 

 



  (2)

또는 

  



 (3)

여기서,  ≤ 이고  ≤이고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 는 복부의 폭, 는 종

방향 인장철근의 중심에서 압축콘크리트 연단까지 거리, 

 , 는 단면에서의 계수전단력, 는 계수 

휨모멘트를 나타낸다.






(4)

여기서, 는 간격 s 내의 전단철근의 단면적, 는 횡방

향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종방향 철근에 평행한 

방향으로 전단철근의 간격을 나타낸다.

콘크리트 구조기준1)에서 최소전단연결재가 있는 경우 

수평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5)

여기서, 는 접촉 면적에 대한 전단연결재 면적의 비, 

는 수평전단에 대하여 검토되는 접촉 면적의 단면 폭을 

나타낸다. 최소 전단연결재는 식 (6)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연결재의 간격은 지지요소의 최소 치수의 4배, 또한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min





≥  (6)

2.2 실험 변수

압축강도가 다른 콘크리트로 분리타설된 합성 휨 재의 

전단 성능 평가를 위해 15개 단순지지 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주요 변수로 고강도와 저강도 콘크

리트의 면적비, 전단경간비, 그리고 전단철근 간격을 고

려하였다. 단면적비는 Fig. 1과 같이 총 5가지를 사용하

였다. 횡보강되지 않은 합성 보와의 비교를 위해 이전연

구7)(무 횡보강된 합성단면의 전단강도)와 같은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단면 A와 B는 각각 24 MPa 저강도 콘크리

트와 60 MPa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단면에 타설한 단면으

로서, 저강도와 고강도 콘크리트가 분리 타설된 단면 C

∼E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단면이다. 단면 C와 D에서는 

저강도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깊이가 전단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단면 C의 상부 3/8과 단면 D의 

상부 5/8에 저강도 콘크리트(24 MPa)를 타설하였다. 단면 

E는 연속보로 설계한 경우 부 모멘트가 작용하는 구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단면으로 상부 3/8이 60 MPa이고 하

부 5/8가 24 MPa이다. 

두번째 변수는 전단 경간비(a/d)로 2.5와 4.0을 고려하

였다. 세번째 변수는 전단철근비로서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Fig. 2(a)와 (b))와 450 mm(Fig. 2 (c))인 경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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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R1～SR5

(b) SR6～SR 10

(c) SR11～SR15

Fig. 2 Types of re-bar arrangement (unit: mm)

Table 1 Test variables and predictions of moment and shear capacities of specimens

Speci-

mens

Section

type

Rebar 

arrange-

ment

Longitudinal 

re-bar

(ratio)

Shear 

re-bar

(ratio)

a/d


(kN · m)







 

(kN)

 

(Eq.(1),(2))

(kN)





(Eq.(5))

(kN)



  

(kN)




SR1 A

a
4-D22

(1.75%)

D10

@170

(0.32%)

2.5

235 276 186 1.48 - - -

SR2 B 283 333 228 1.46 - - -

SR3 C 235 276 215 1.29 569 641 1.13

SR4 D 235 276 204 1.35 569 611 1.07

SR5 E 283 333 204 1.63 569 611 1.07

SR6 A

b
5-D25

(2.87%)

D10

@170

(0.32%)

4.0

299 220 158 1.39 - - -

SR7 B 430 316 200 1.58 - - -

SR8 C 299 220 186 1.18 842 890 1.06

SR9 D 299 220 176 1.25 842 841 1.00

SR10 E 430 316 176 1.80 842 841 1.00

SR11 A

c
4-D22

(1.75%)

D10

@450

(0.12%)

4.0

207 152 72 2.11 - - -

SR12 B 241 177 114 1.55 - - -

SR13 C 207 152 100 1.51 740 480 0.65

SR14 D 207 152 90 1.68 740 431 0.58

SR15 E 241 177 90 1.96 740 431 0.58

하였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간격이 170 mm인 경우는 전

단철근이 수직전단력과 수평전단력 모두 저항할 수 있는 

최대간격이며 간격이 450 mm인 경우는 수평전단력만 저

항할 수 있는 최대 간격이다. 따라서 전단철근의 간격이 

450 mm인 경우에는 전단철근이 수평전단에만 기여할 수 

있다.

Fig. 2는 실험체의 철근 배근 상세로서 (a)는 전단경간

비가 2.5, 휨 철근비가 1.75%,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실험체이고 (b)는 전단경간비가 4.0, 휨 철근비가 2.87%, 전

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실험체이고 (c)는 전단경간비가 

4.0, 휨 철근비가 1.75%,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 실험체

이다.

2.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실험체는 두 번에 나눠 제작하고 실험하였는데 SR1∼

SR5와 SR11∼SR15는 1차 실험체이고 SR6∼SR10은 2차 

실험체이다(Table 1). 모든 실험체의 단면크기는 260×400

mm 이며, 지점간 순 길이는 전단경간비가 2.5인 실험체

의 경우 2100 mm이고 전단경간비가 4.0인 실험체의 경우 

3120 mm이다. 철근은 피복두께를 고려하여 a와 c에서는 

4D22를 1단으로 배치하였고 b에서는 5D25를 2단으로 배

치하였다(Fig. 2).

Table 1은 실험체의 예측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나타내

고 있다. 모든 실험체는 실험체 휨성능()에 도달하기 

위한 휨 요구전단력()과 수직 전단성능()의 비(

)가 1.0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 휨 항복 전에 전단파

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직 전단성능()은 콘

크리트 전단강도 일반식(식 (2))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합성단면의 콘크리트 강도는 전단면의 단면적비에 근거

한 유효강도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단면 C의 경우 유

효강도 =15/40×24MPa+25/40×60 MPa=46.5 MPa이다.

SR1∼SR10의 전단철근 간격은 170 mm로 수직전단력

에 저항할 수 있는 반면, SR11∼SR15의 전단철근 간격은 

450 mm로 수직전단력을 저항할 수 있는 최대간격 d/2 

(170 mm)를 초과하기 때문에 수직전단력 계산시 전단철

근의 영향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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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intentionally roughened interface 

Table 2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Specimen 

No.

Nominal 

strength

W/C 

(%)

Unit weight (kg/m3)

W C S G SP

SR6∼SR10
24 43 150 349 925 974 0.0

60 31.6 168 531 720 897 5.3

SR1∼SR5,

SR11∼SR15

24 48 165 344 860 968 1.72

60 29 180 620 625 935 8.06

Note) Maximum aggregate size = 25 mm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bars

Type  (MPa)  (με)  (GPa)

SD300 D10 340 1847 184

SD400 D10 467 2382 196

SD500 D22 555 2968 187

SD600 D25 735 3675 200

Table 1은 공칭수평전단강도()와 수직전단강도에 근

거하여 계산된 수평전단력()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있

다. 여기서, 는 공칭 수직 전단강도에 해당하는 수평

전단력으로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τ )과 

접촉면적()을 곱한 값이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값은 0.58∼1.13으로 SR3, 4, 5, 8은 수직전단

파괴 이전에 수평전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실험체는 3일에 걸쳐 제작 되었다. 실험체 타설 첫째 

날은 60 MPa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증기양생을 하였으며, 

둘째 날은 양생된 60 MPa 콘크리트 위에 24 MPa 콘크리

트를 타설하였다. 셋째 날에는 단면 E의 상부에 위치한 

60 MPa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수평전단력의 저항을 높

이기 위해 하부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이 이

뤄지기 전 분리타설 면에 지연제를 살포한 뒤 시멘트 모

르타르를 걷어내어 표면을 약 6 mm 깊이로 거칠게 하였

다. (Fig. 3)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실험체와 같은 조

건에서 타설, 양생하였다.

하중재하를 위해 보 중앙에 2점 하중을 가하였고 지지

점과 가력점에는 롤러철물을 사용하였다. 철근이 전단파

괴 이전에 휨 항복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휨 철근에 

5 mm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고 보 중앙부의 처짐과 

곡률 측정을 위해 보의 중앙 하부에 5개의 LVDT를 설치

하였다. 

 

2.4 재료 강도

실험체에는 공칭강도 24 MPa와 60 MPa 두 가지 종류

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Table 2는 콘크리트의 배합

을 나타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 mm를 사용하였

다. 콘크리트 공시체는 KS F 2403 기준을 따라 100×200

mm로 제작하였고 공시체를 강도별로 3개씩 KS F 2405 

기준을 따라 압축 강도 실험을 하였다. 공시체 실험 강도 

값은 실험 결과와 함께 Table 4~6에 나타냈다. 

철근은 SD300 D10, SD400 D10, SD500 D22, SD600 

D25을 사용하였다. 철근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 

KS B 0801의 금속재료 인장시험 규정에 따라 시험편을 

제작하였고 KS B 080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

한 철근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고 

SD600 철근은 offset method를 이용하여 항복응력과 변형

률을 정의하였다.

3. 하중-변위 관계

3.1 SR1-SR5 

SR1∼SR5는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이고 전단경간비

가 2.5인 실험체로 그 결과는 Fig. 4과 Table 4에 나타냈

다. 전단강도 예측시 유효콘크리트 강도를 사용하였고 

일반식(,식 (2))과 정밀식(,식 (3))으로 예측하였다. 

실험체 강도는 ‘전단면이 60 MPa인 SR2(685 kN) > 상부

의 3/8이 60 MPa이고 하부의 5/8가 24 MPa인 SR5(653

kN) > 상부의 3/8이 24 MPa이고 하부의 5/8가 60 MPa인 

SR3(600 kN) > 상부의 5/8가 24 MPa이고 하부의 3/8이 60

MPa인 SR4(543 kN) > 전단면이 24 MPa인 SR1(474 kN)’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체의 전단강도는 SR5를 제외하고 대체로 단면적

비로 강도를 평균한 유효콘크리트 강도()와 비례하였

고 특히, SR2, SR5와 같이 압축대에 60 MPa을 사용한 경

우 큰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실험 결과 비교/분석시 휨에 

의한 압축대 깊이를 계산하여 나온 크기를 압축대로 정

의하고 나머지는 인장대로 정의하였다. 압축대에 60 MPa

을 사용한 SR5는 압축대에 24 MPa, 인장대에 60 MPa을 

사용한 SR3과 SR4보다 각각 9%와 20% 큰 전단강도를 

보였다. 합성부재 중에서 가장 작은 유효콘크리트 강도

를 가진 SR5가 가장 큰 전단강도를 나타낸 결과는 횡보

강된 부재의 경우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가 전단강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장대 콘크리트 강도

에 따라 초기 휨 균열 강도에 차이를 보였고, 휨 균열이

후의 거동은 압축대 콘크리트에 영향을 받아 압축대에 

고강도가 사용된 경우 큰 휨강성과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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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center deflection relationship of SR6~SR10 

(s=170 mm, a/d=4.0)

Table 5 Test results of SR6~SR10

Speci-

mens

 (MPa)


(kN)

KCI 

predicted 

(kN)








24 

MPa

60 

MPa
  

SR6 22.6 - 22.6 190 167 196 1.14 0.97

SR7 - 53.3 53.3 278 205 232 1.36 1.20

SR8 22.6 53.3 41.8 219 192 220 1.14 0.99

SR9 22.6 53.3 34.1 193 183 211 1.05 0.91

SR10 22.6 51.5 33.4 252 182 211 1.38 1.20

Fig. 4 Load-center deflection relationship of SR1~S5 (s =

170 mm, a/d = 2.5)

Table 4 Test results of SR1~SR5

Speci-

mens

 (MPa)


(kN)

KCI 

predicted 

(kN)








24 

MPa

60 

MPa
  

SR1 20.6 - 20.6 237 200 252 1.18 0.94

SR2 - 63.8 63.8 343 251 301 1.36 1.14

SR3 20.6 59.1 44.7 300 232 282 1.29 1.06

SR4 21.3 63.8 37.2 272 223 274 1.22 0.99

SR5 22.6 51.5 33.4 327 218 270 1.49 1.21

모든 실험체는 강도뿐만 아니라 강성에서도 차이를 보

였다. 강성 역시 대체로 유효압축강도()와 비례하였고 

압축대에 60 MPa를 사용한 경우 크게 증가하였다. 전단

강도는 이러한 휨 강성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처럼 

횡보강된 부재의 전단강도는 유효콘크리트 강도,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부재의 휨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3.2 SR6-SR10 

SR6∼SR10은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이고 전단경간

비가 4.0인 실험체로 그 결과는 Fig. 5와 Table 5에 나타

냈다. 실험강도는 ‘전단면이 60 MPa인 SR7(555 kN) > 상

부의 3/8이 60 MPa이고 하부의 5/8가 24 MPa인 SR10(504

kN) > 상부의 3/8이 24 MPa이고 하부의 5/8가 60 MPa인 

SR8(437 kN) > 상부의 5/8가 24 MPa이고 하부의 3/8이 60

MPa인 SR9(386 kN) ≈ 전단면이 24 MPa인 SR6(380 kN)’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는 전단경간비가 2.5인 이전 

실험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험체의 전단강도는 대체로 유효콘크리트 강도()

에 비례하였고 압축대가 60 MPa인 경우 전단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압축대에 60 MPa을 사용한 SR10은 합성부

재 중에서 유효콘크리트 강도가 가장 작았지만 압축대에 

24 MPa, 인장대에 60 MPa를 사용한 SR8과 SR9보다 각각 

15%와 31% 큰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실험체의 강성은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에 비례하였다. 

전단면이 60 MPa인 SR7과 압축대가 60 MPa, 인장대가 24

MPa인 SR10은 초기부터 같은 강성을 유지하다가 SR10

이 최대하중의 90%에서 강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먼저 

파괴되었다. 전단면이 24 MPa인 SR6과 압축대와 웨브가 

24 MPa, 인장대가 60 MPa인 SR9 역시 초기부터 같은 강

성을 나타냈고 최대하중에서 SR6은 강도가 급감하면서 

취성적으로 파괴되었고 SR9는 강도가 서서히 감소하면

서 파괴되었다. 

전단경간비가 크며 횡보강된 부재에서도 유효콘크리

트,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부재의 휨 강성이 증

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3.3 SR11-SR15 

SR11∼SR15는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이고 전단경간

비가 4.0인 실험체로 그 결과는 Fig. 6와 Table 6에 나타

냈다. 전단철근은 수평전단력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수



194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2호 (2014)

Fig. 6 Load-center deflection relationship of SR11~SR15 

(s=450 mm, a/d=4.0)

Table 6 Test results of SR11~SR15

Speci-

mens

 (MPa)


(kN)

KCI 

predicted 

(kN)








24 

MPa

60 

MPa
  

SR11 20.3 - 20.3 95 66 83 1.42 1.14

SR12 - 63.2 63.2 140 117 132 1.19 1.06

SR13 20.8 63.2 47.3 160 101 117 1.58 1.37

SR14 20.8 63.2 36.7 150 89 105 1.68 1.43

SR15 21.8 58 35.4 153 88 104 1.75 1.48

(a) SR5 (b) SR10 (c) SR13

Fig. 7 Development of crack damage

직전단력에는 저항할 수 없는 간격으로 수직전단강도 예

측시 콘크리트 영향만 고려하였다(수직전단력에 저항하

기 위한 전단철근 간격은 d/2 이하이어야 함). 실험 강도

는 Fig. 6와 같이 최대하중 상태로 정의하였고, 둥근 점으

로 표시하였다. 실험강도는 ‘상부의 3/8이 24 MPa이고 하

부의 5/8가 60 MPa인 SR13(320 kN) > 상부의 3/8이 60

MPa이고 하부의 5/8가 24 MPa인 SR15(306 kN) ≈ 상부의 

5/8가 24 MPa이고 하부의 3/8이 60 MPa인 SR14 (300 kN)

> 전단면이 60 MPa인 SR12(280 kN) > 전단면이 24 MPa

인 SR11(189 kN)’순으로 나타났다.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실험체는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이전 실험체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압축대가 24 MPa, 인장대가 60 MPa인 SR13과 SR14의 전

단강도가 전단면이 60 MPa인 SR12보다 크게 나타났으

며, SR14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는 사인장 균열 이후 취

성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이 60%∼296% 증가한 후 

파괴되었다. 특히, 압축대가 60 MPa인 SR15는 사인장 균

열 후 강도가 33% 증가한 후 수평파괴 되었다.

이번 실험 결과는 횡보강 되지 않고 전단경간비가 큰 

실험 결과7)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압축대가 저강도 콘

크리트이고 인장대가 고강도 콘크리트인 부재가 전단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인 부재보다 큰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압축대의 저강도 콘크리트로 인해 압축대가 깊어졌

고 인장대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인해 초기 휨 균열이 억

제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분리 타설된 면에

서의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사인장 균열이 단일균열에 의

해 발생하지 않고 균열이 분산되거나 균열각도가 변하면

서 균열길이가 증가하여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Fig. 8 참고).

3.4 파괴모드

Fig. 7의 하중 단계별 전단손상 과정을 살펴보면, 전단

경간비가 2.5인 SR5는 1)초기에 중앙부 휨 균열이 발생

하고 2)휨 균열이 중립축까지 진전한 후, 3)지지점 부근

에서 발생한 휨 균열이 사인장 균열로 발전되어 가력점

까지 도달하여 4)최종적으로 사인장 균열 파괴(diagonal shear 

cracking failure)가 발생하였다.

전단경간비가 4.0이고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SR10

은 1)초기 중앙부 휨 균열이 발생하고 2)휨 균열이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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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70 mm, a/d=2.5 (b) s=170 mm, a/d=4.0 (c) s=450 mm, a/d=4.0

Fig. 8 Crack pattern of SR1~SR15 at the end of test

(a) Effective concrete strength (MPa)

(b) Shear span to depth ratio (a/d)

(c) Spacing of shear reinforcement (mm)

Fig. 9 Effects of test parameters

축까지 진전한 후 3)웨브에서 발생한 미세한 사인장 균

열들이 천천히 전단철근을 가로질러 가력점에 도달하고 

4) 최종적으로 사인장 균열 파괴(diagonal shear cracking)

와 동시에 압축 철근이 좌굴하면서 압축대 콘크리트 파

괴(shear-compression failure)가 발생하였다. 

전단경간비가 4.0이고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SR13

은 1), 2)중앙부에서 휨 인장 균열이 중립축까지 서서히 

진전한 후 3)웨브에서 사인장 균열이 macro crack으로 발

전하고 최종적으로 사인장 균열 파괴(diagonal shear cracking 

failure)가 발생하였다. 

Fig. 8은 모든 실험체의 최종 파괴양상을 나타내며, 

SR8, SR9, SR15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는 사인장 균열 파

괴(diagonal shear cracking failure)가 발생하였다. SR8과 

SR9는 사인장 균열과 함께 압축대의 저강도 콘크리트가 

압괴되면서 휨전단파괴가 발생하였고(최대 하중에서의 

SR9 휨 철근 변형률 2600 µ < 철근 항복 변형률 3675 µ), 

SR15는 오른쪽 웨브에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한 후, 분리

타설된 면에서 발생한 수평전단 균열과 휨 철근 부착 파

괴에 의해 최종 파괴가 발생하였다.

4. 실험 분석

4.1 설계변수의 영향

횡보강된 합성단면의 전단강도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Fig. 9에 설계 변수들에 따른 실험체

의 전단강도변화를 나타냈다. 단면형상과 유효콘크리트 

강도가 정모멘트와 부모멘트 단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Fig. 9(a)에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전단철근 간격

이 170 mm인 경우, 정모멘트 단면(실선)의 전단강도는 



196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2호 (2014)

(a) Section A (b) Section B

(c) Section C (d) Section D

(e) Section E

Fig. 10 Test results of section A~E according to stirrup, spacing of stirrup, and a/d

대체로 유효콘크리트 강도에 비례하였지만, 부모멘트 단

면(점선)의 전단강도는 유효강도보다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받았다. 압축대 단면의 3/8이 60 MPa인 단

면 E의 전단강도는 전단면이 60 MPa인 단면 B와 약 5∼

10%정도의 미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횡보강된 부재에

서의 전단강도는 인장대 콘크리트 강도보다 압축대 콘크

리트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전

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경우는 정모멘트와 부모멘트를 

받는 합성단면(C∼E)의 전단강도가 150∼160 kN으로 단

면형상과 관계없이 비슷한 강도를 나타냈다.

다음은 전단경간비에 따른 전단강도 변화로 Fig. 9(b)

에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실험체를 단면형상 별로 

나타냈다. 단일단면과 합성단면 모두 전단경간비가 2.5에

서 4.0으로 증가하면 전단강도가 감소하였다. Fig. 9(c)에

는 전단철근 간격에 따른 전단강도의 변화를 전단경간비

가 4.0인 실험체에 대해 나타냈다. 모든 단면의 전단강도

는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에서 450 mm로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4.2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횡보강된 부재에서 콘크리트가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단철근의 수직전단 기여도가 없는 

실험체 SR11∼SR15의 실험 결과(S=450 mm)를 분석하였

다. Fig. 9(a)와 (c)를 보면, S=450인 경우 단면 B∼E는 압

축대와 인장대의 콘크리트 강도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강도를 보인다. 압축대에 고강도가 사용된 단면

(B와 E)과 저강도가 사용된 단면(C와 D)이 비슷한 강도

를 보이는 이유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압축대 깊이 변화

(압축대에 고강도가 사용되는 경우 휨모멘트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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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rength prediction of shear reinforcement

(a) Low-strength concrete (b) High-strength concrete

Fig. 12 Contribution of shear reinforcement by concrete 

strengths

축대가 줄어들고 압축대에 저강도가 사용되는 경우 압축

대가 깊어짐)때문에 콘크리트 강도 차이에도 서로 비슷

한 전단강도를 보였다. 이는 이전 연구7)인 무횡보강 실험

과 비슷한 경향으로 전단경간비가 크고(4.0이상) 철근비

가 낮은 경우(1.75%이하) 이런 경향을 보였다. 단면 C와 

D는 단면 A와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는 같지만 전단강도

가 58%이상 차이를 보인다. 단면 C와 D의 인장대에 사

용된 고강도 콘크리트가 휨 균열 강도를 증가시켜 전단 

파괴시 발생하는 압축대의 압축응력이 커져서 전단강도

가 증가하였다.

4.3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전단철근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10에 무횡보강 합성보와 횡보강 합성보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무횡보강 합성보는 이전연구 자료7)를 사용하

였다. 각 단면별로(단면 A∼E) 전단경간비가 2.5이며 전

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경우(a), 전단경간비가 4.0이며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경우(b), 전단경간비가 4.0이

며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경우(c)에 대해 살펴보았

다. 실선은 무횡보강 실험체이고 점선은 횡보강 실험체

를 나타낸 것으로 횡보강을 제외한 모든 설계변수는 서

로 동일하다.

Fig. 10에서 모든 단면 형상에 대해서 무횡보강 실험체

의 거동(실선)은 사인장 균열(파괴)이 발생하기 전까지 

횡보강 실험체의 거동(점선)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것은 

웨브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단철근이 전

단에 저항하지 않고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면서 전단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전단철근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Fig. 11에 횡보강 

실험체와 무횡보강 실험체의 강도차로 구한 전단철근의 

실험 강도와 현행 기준식(식 (4))의 전단철근 예측 강도

를 비교하였다. 전단철근은 사인장 균열 발생 후 힘을 받

기 때문에 무횡보강 실험체의 전단강도는 초기 사인장 

균열 강도로 정의하였다.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경

우는 수직전단 저항을 위한 최대 간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시켰다.

전단 경간비가 2.5인 실험체는 모든 단면에 대해 전단

철근의 실험 강도가 예측 강도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압축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단면 B와 E 실험체

는 1.57배, 1.71배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단 경간비가 

4.0인 실험체에서도 단면 B와 E 실험체가 다른 단면에 

비해 전단철근의 실험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압

축대에 고강도콘크리트가 사용될 경우 사인장 균열파괴

면(균열 각도)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Fig. 12는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사인장 균열 형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전단철근 기여도 차이를 그림으로 나

타낸 것으로, 저강도(a)와 고강도 콘크리트(b)에 대해 비

교하였다. Fig. 8의 최종 파괴시 사인장 균열 양상을 보

면, 인장대의 휨 균열에서 발전된 45° 사인장 균열이 압

축대를 지나며 균열 각이 감소하여 압축대에는 약 25°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였다. 압축대가 저강도 콘크리트인 

경우 Fig. 12(a)와 같이 휨 모멘트에 의한 압축대 깊이가 

크기 때문에 45° 균열 영역만이 전단철근에 기여하지만, 

압축대가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 압축대 깊이가 작기 

때문에 45°와 25° 균열 영역 모두 전단철근에 기여한다. 

전단철근에 대한 현행 기준은 45° truss model로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압축대에 고강도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

(단면 B와 E) 실험값이 예측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5. 현행기준에 대한 강도 예측

5.1 수직전단강도 기준식과의 비교 

횡보강된 합성보의 수직 전단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

행기준식과 비교하였다. 현행 기준식으로 KCI 2012 전단

강도 일반식(식 (2))과 정밀식(식 (3))을 검토하였고 합성

단면의 전단강도는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방

법을 사용하였다. 1) PC와 CIP 개별단면의 전단강도를 

각각 산정한 후 단순 합산 2) 전단면에 대해 면적비로 유

효콘크리트 강도 계산 3) PC와 CIP 중 최소 콘크리트 강

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측한 결과와 실험 결

과를 비교하여 Fig. 13∼15에 나타냈다. 

Fig. 13은 개별단면의 전단강도를 각각 산정한 후 단순 

합산한 방법으로 일반식(투명원)은 모든 단면에 대해 안

전측으로 예측하였고, 정밀식(불투명원)은 4개의 실험체

(0.94∼0.97)를 제외하고는 안전측으로 예측하였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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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hear predictions using sum of individual shear 

strengths

Fig. 14 Shear predictions using effective concrete strength

Fig. 15 Shear predictions using lower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로 예측한 결과(Fig. 14)는 개별 계산 후 단순합

산하는 방법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Fig. 15은 PC와 

CIP 중 상대적으로 낮은 콘크리트 강도만을 사용하여 예

측한 결과로 일반식은 모두 안전측으로 예측하였고 정밀

식은 4개의 실험체를 제외하고는 안전측으로 예측하였

다. 하지만 최소콘크리트 강도로 예측한 경우 일반식과 

정밀식 모두 이전 예측 결과들보다 크게 보수적으로 예

측 하여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1.69∼2.69).

횡보강된 콘크리트 합성보의 실험 결과와 기준식으로 

예측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횡보강 합성보 설계시 수직

전단강도는 개별단면의 전단강도를 각각 산정한 후 단순 

합산하는 방법이나 유효콘크리트 강도를 사용하여 전단

강도 일반식(식 (2))으로 계산하면 안전측으로 설계가 가

능하다. 최소 강도를 사용하면 합성단면에 대해 크게 보

수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5.2 수평전단강도 기준식과의 비교

횡보강된 부재의 현행 수평전단강도 기준(식 (5))과 실

험 결과와 비교하면,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SR3∼5, 

SR8의 수평전단력과 공칭수평전단강도의 비()는 

1.06∼1.13으로 수평전단파괴가 수직전단파괴 이전에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SR13

∼SR15의 수평전단력과 공칭수평전단강도의 비()

는 0.58∼0.65로 수직전단파괴가 수평전단파괴 이전에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SR15를 제외한 모든 실

험체에서는 수평전단파괴뿐 아니라 수평 균열도 발생하

지 않았다. 이는 수평전단강도에 대한 현행기준이 충분

히 안전측으로 제시된 것으로 횡보강된 합성단면 설계시 

현행 수평전단 기준식(식 (5))을 사용하면 안전한 설계가 

가능하다.

분리타설된 면에서의 수평전단균열은 SR15에서만 발

견되었는데, 수평전단균열은 Fig. 6에서 보듯이 사인장 

균열 발생 이후 큰 변형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실험체 강도는 수평전단에 지배되지 않았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전단연결재 유무에 따른 PC-CIP 합성

보의 전단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연구7)되었던 무

횡보강 PC-CIP 합성보와 같은 철근비와 전단경간비를 가

지면서 횡보강된 합성보 실험을 통해 현행 기준식에 규

정된 전단강도 평가식이 실무 적용에 합리적인지 평가하

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단철근 간격이 170 mm인 실험체의 경우, 전단강

도는 대체로 유효콘크리트 강도와 휨 강성에 비례

하였고 압축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단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전단철근 간격

이 450 mm인 실험체의 경우(즉, 전단철근이 수직전

단에 유효하지 않을 경우) 전단강도는 유효콘크리

트 강도나 휨 강성에 비례하지 않고 압축대 깊이가 

크고 인장대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인 무횡보강 실험체와 

동일한 결과이다. 

2) 전단철근이 170 mm로 횡 보강된 실험체의 전단 파

괴메커니즘은 전단경간비가 2.5와 4.0인 경우 모두 

휨 균열이 초기에 중앙부에서 발생 후 균열이 중립

축까지 진전되었고 웨브에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

였지만 취성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전단철근에 의해 

점진적으로 가력점과 지지점으로 도달한 뒤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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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인장 균열 파괴가 발생하였다. 전단철근

이 450 mm로 횡 보강된 실험체의 전단 파괴메커니

즘은 중앙부에서 휨 인장 균열이 중립축까지 서서

히 진전된 후 웨브에서 사인장 균열이 취성적으로 

발생하여 파괴가 발생하였다.

3) 전단철근의 실험 전단강도와 현행 기준의 예측 값

을 비교해보면, 압축대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

된 경우 전단철근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는 전단파괴면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압축대에 고강

도 콘크리트가 사용된 경우 압축대 깊이는 작아지

고 파괴 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전단철근의 기여도

가 크게 증가하였다.

4) 횡보강된 콘크리트 합성부재 설계시 전단강도 일반

식을 사용하여 개별단면의 전단강도를 각각 산정한 

후 단순 합산하거나 유효콘크리트로 강도로 예측한 

경우 안전측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최소 콘크리트 

강도로 예측할 경우 안전측으로 예측으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전단강도를 크게 과소평가하여 비경제

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현행기준에서 제시하는 전

단철근에 의한 수평전단강도 식은 실험 결과에 대

해 안전측으로 예측하였다.

5) 현행 설계 기준은 설계목적으로 제안된 식이기 때

문에 실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안전측으로 예측하

지만 정밀한 예측은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설계 변수의 영향과 실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추후 

정밀한 해석 및 합성단면에 대한 전단강도 모델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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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압축강도가 서로 다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합성 부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콘크리트 구조기준에는 서로 다른 강도로 복합화된 부재의 수직 전단강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계산법들이 제시

되어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무횡보강 합성보와 같은 철근비와 전단경간비를 갖는 횡보강 합성보의 전

단강도 실험을 통해 횡보강 합성 부재의 전단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변수로는 단면형상, 전단철근 간격, 그리고 전단경간비

(a/d)를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와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는 합성 부재의 수직전단강도 기준식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횡보강 부재의 수직전단강도는 유효콘크리트 강도와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받았고 휨 균열 강성에 비례하였고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전단철근의 기여도의 차이를 보였다.

핵심용어 : 전단강도, 다른 압축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보, 횡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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