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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들어, 주차장 및 대형마트와 같은 모듈화 된 건축

물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와 

현장타설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이하 CIP)를 합

성한 PC 복합화 공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PC 복합화 

공법은 공장에서 선제작된 PC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 및 

조립 후 PC 부재 위에 CIP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

로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all PC 공법에 비해 우수한 구조 

일체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때, PC 부재는 일반적으로 

휨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프리텐션(pre-tension)을 도입

한다(Fig. 1).

프리스트레스된 PC와 CIP 합성 부재의 경우, 부재 간

의 콘크리트 강도 차이(PC는 35 MPa이상, CIP는 2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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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응력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합성단면의 수직전단강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KCI 2012 17.2.(3), ACI 

318-11 17.2.3)1),2)에서는 여러 요소의 특성이 서로 다를 경

우에 각 요소의 특성을 각각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 중 가

장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러나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 설계할 경우 비경제적인 설

계가 될 수 있고, 각 요소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들의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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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composite construction method using precast (PC) and cast-in-place (CIP) concrete is increased 

in modular  construction. For PC members, pre-tensioning is used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structural performance. However, 

current design codes do not clearly define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PC-CIP composite members. In this study, 22 specimens were 

tested to evaluate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composite members with vertical shear reinforcement. The test variables were the area 

ratio of high-strength (60 MPa) to low-strength concrete (24 MPa), prestressing force of strands, shear span-to-depth ratio(a/d), and 

vertical shear reinforcement ratio. The test results showed the prestressing force did not completely restrain diagonal cracking of 

non-prestressed concrete in the web. Thus, the effect of prestress force was not insignificant in the effect for monolithic beams. The 

vertical shear strength and horizontal shear strength of the composite beams were compared with the strength predictions of KCI 

desig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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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강도에 대한 선행 연구3-6)

를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수평 전

단 강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는 합성 부재의 

PC와 CIP의 접촉면에서 수평 균열 및 수평 전단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일체 거동해야 휨과 전단에 온전한 성능

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성 콘크리트 부재의 수직 전단 강도에 대한 연구로

서 Kim et al.7-9)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합성보와 

전단 보강되지 않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에 대한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 보강되지 않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보의 경우 부재 별로 부재 특성에 맞게 현행 기준의 

일반식을 사용하여 단순 누가법으로 계산한 경우 모두 

안전측으로 예측하였으나 전단강도 정밀식으로 예측한 

경우 단일단면에 대해서는 안전측으로 예측하였지만 합

성단면에 대해서는 모두 비안전측으로 예측하여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이어 전단 철근 보강된 프리스

트레스트 PC와 CIP 합성보의 전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

고 실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프리스트레스 

PC와 CIP 합성보의 전단 설계시 고려 사항 및 전단 거동

을 분석하였다.

 

2. 현행 설계 기준

현행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1)의 콘크리트에 의한 전

단 강도 기준식은 다음과 같다. 

식 (1)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에 의한 수직 

전단 강도를 정의한다.

 



  (1)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강도, 는 복부

의 폭, 는 종방향 인장 철근의 중심에서 압축 콘크리트 

연단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프리스트레스된 콘크리트 부재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수직 전단강도 일반식은 식 (2)와 같다. 이는 휨 철근 인

장강도의 40% 이상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이 작용하는 

부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때,  ≤ ≤  이고 

≤을 만족해야 한다. 는 단면에서의 계수 전단력, 

는 압축 콘크리트 연단에서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도

심까지 거리, 는 계수 휨 모멘트, 는 긴장재와 철근 

도심에서 연단까지 거리와 중 큰 값을 의미한다. 

프리스트레스된 콘크리트 부재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수직 전단강도 정밀식은 휨-전단 균열에 의한 전단강도

()와 복부-전단 균열에 의한 전단강도()중 작은 값

으로 정의한다(식 (3)). 

 min  (3)

  


max


 (4)

  
   (5)

여기서,  ≥이고,  ≥ 이다.

휨-전단 균열 강도(식 (4))는 휨 균열을 휨-전단 균열로 

변화시키는 전단력( )과 고정하중의 영향에 의

한 단면의 전단력() 그리고 휨 균열을 발생시키는 전단

력(max
)의 합으로 정의되고, 균열 모멘트 (식 

(5))는 휨-균열 발생 응력( )과 인장 단면에서 작용

하는 콘크리트 압축 응력()의 합에 고정 하중에 의한 

응력()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복부-전단 균열에 의한 전단강도()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여기서, 는 단면 중심에서의 콘크리트 압축 응력, 

는 단면에서 유효 프리스트레스 힘의 수직 성분을 나타

낸다. 복부-전단 균열 강도(식 (6))는 휨 전단 균열에 비

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얇은 두께의 웨브에 강한 프레스

트레스가 가해졌을 경우 주로 발생한다.

합성 콘크리트 휨 부재의 수평 전단 강도는 전단 연결

재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 (7)

최소 전단 연결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8)

여기서, 는 접촉 면적에 대한 전단 연결재 면적의 비, 

는 수평 전단에 대하여 검토되는 접촉 면적의 단면 폭

을 나타낸다. 

최소 전단 연결재는 식 (9)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연

결재의 간격의 지지요소 최소치수의 4배, 또한 600mm 

이하이어야 한다. 

min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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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철근 인장강도의 40% 이상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힘

이 작용하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최소 

전단 철근량은 식 (10)과 같다.

min










 





≥  (10)

여기서, 는 긴장재의 단면적, 는 긴장재 인장강도, 

는 횡방향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는 전단 철근

의 간격을 나타낸다.

3. 실험체 설계

 

3.1 실험 변수 

본 연구의 실험 주요 변수로 고강도 콘크리트와 저강

도 콘크리트의 면적비, 강연선의 긴장력, 전단 경간비 그

리고 전단 철근의 간격을 고려하였다(Table 1).

1) 콘크리트 면적비는 Fig. 2와 같이 총 4개 단면에 대

하여 고려하였다. 단면 A와 B는 합성 단면 C와 D의 대

조군으로서 단면 A는 24 MPa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

였고, 단면 B는 60 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였

다. 합성 단면인 C와 D는 하부에 각각 5/8, 3/8의 고강도 

콘크리트(60 MPa)를 사용함으로써 프리스트레스된 PC 

단면의 깊이가 전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PC부재에 60 MPa를 사용한 것은 재료의 고강도

화를 반영한 것이고 부재간의 강도 차이를 크게 하여 명

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2) 강연선에 작용하는 긴장력의 크기가 전단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C부재(60 MPa)에 긴장재 

인장강도()의 55%와 70%를 초기 긴장력()으로 적용

하였다. 전단면이 24 MPa인 단면 A는 CIP부재의 대조군

이므로 강연선은 사용하되 긴장력을 가하지 않았다. 

3) 전단 경간비(a/d)는 3.0인 경우와 4.0인 경우를 고려

하여 전단 경간비에 따른 파괴메커니즘과 전단강도를 비

교하였다.

4) 전단철근 간격은 200 mm, 300 mm, 450 mm를 사용

하여 전단철근 간격이 합성보의 전단 거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Fig. 2). 전단 철근 간격이 200 mm와 300 

mm인 경우, 수직 전단과 수평 전단 모두 저항할 수 있고 

프리스트레스 부재에서 수직 전단에 저항하기 위한 전단

철근의 최대 간격 0.75h (=300 mm)를 만족한다. 반면에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경우 수평 전단에만 저항 할 

수 있는 최대 간격으로서 이는 최소 전단철근 간격(식 

(10))을 만족한다. 

 

3.2 실험체 설계 및 제작

Table 1과 같이 총 22개의 실험체가 제작되었다. 1-AS~ 

1-DS와 2-AS~2-DS는 초기 긴장력()이 0.55 , 전단경

간비(a/d)가 3.0이며 전단철근간격이 각각 200 mm, 450 mm

인 실험체이다. 3-BS~3-DS, 4-AS~4-DS, 5-BS~5-DS는 초

기 긴장력()이 0.70 , 전단경간비(a/d)가 3.0, 전단철근 

간격이 각각 200 mm, 300 mm, 450 mm인 실험체이다. 

또한 6-AS~6-BS는 초기 긴장력()이 0.70 , 전단경간

비(a/d)가 4.0,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실험체이다. 

실험체 단면 크기는 Fig. 2와 같이 260 mm×400 mm이

고 지점 간 길이는 전단 경간비가 3.0인 경우 2,350 mm, 

4.0인 경우 3,000 mm이다. 여기서, 전단 경간 내에서 강

연선의 유효 긴장력의 전달길이를 고려하여 부재 길이를 

양단의 지점으로부터 각각 650 mm 연장하였다.

강연선은 2단으로 배근하였고, 피복 두께를 고려하여 

인장측 최외단과 강연선 중심간 거리를 50 mm로 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프리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부 

인장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압축대에 3개의 SD400 D13 

철근을 1단으로 배근하여 초기 상부 휨 균열 발생을 억

제하였다. 전단 철근은 SD300 D10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체에 대한 예측 휨 강도 및 수직, 수

(a) 1-AS∼1-DS & 3-BS∼3-DS

(b) 4-AS∼4-DS

(c) 2-AS∼2-DS & 5-BS∼5-DS

6-Ø12.8

SD400-D13 SD400-D10@450

5
0

a

a’

P/2 P/2

650 1300 400 1300 650

4300

450

(d) 6-AS∼6-D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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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0

24MPa 60MPa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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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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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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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Section a-a’

80

5
0

5
0

5
0

190

3
3
0

(e) Section types and cross section

Fig. 2 Reinforcement arrangement and cross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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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전단 강도를 나타낸다. 휨 성능()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단력()과 수직 전단 성능()의 비를 1.0

보다 크게 하여 휨 항복에 도달하기 전에 전단 파괴가 일

어나도록 유도하였다. 여기서, 휨 성능()은 구조 설계 

기준(KCI 2012 9.5.1)의 프리스트레스트 부재의 휨 강도 

설계법을 따르고 수직 전단 성능()은 CIP 부재와 PC 

부재의 수직 전단 강도를 구조 기준(KCI 2012 7.3)에 따

라 각각 계산하여 단순 합산하였다.

합성 단면에서의 분리 타설된 콘크리트 간 수평 전단 

파괴를 예측하기 위하여 공칭 수평 전단강도()와 수

평 전단력()을 계산하였다. 수평 전단력()은 Fig. 3

과 같이 부재에 작용하는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실제 변

화량()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수평전단력()에 대한 

공칭 수평전단강도()의 비는 최소 0.52에서 최대 0.94

로 수평전단 파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험체는 두 단계에 걸쳐 제작되었다. 먼저, 강연선에 

인장력을 가한 뒤 60 MPa 콘크리트를 1차 타설하고 7~9

시간 증기 양생을 실시하였다. 타설 시점에서 24시간 경

과 후 PC부재의 강연선을 절단하였고 PC부재 표면에 지

연제를 도포하여 PC부재 상부의 노출면이 레이턴스가 

없고 약 6 mm 이상의 거친면 형성을 도모하였다. PC부

재의 콘크리트강도가 42 MPa에 도달했을 때, 경화된 PC 

부재 표면에 24 MPa의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2차로 타

설하였다.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실험체와 같은 조

건에서 타설 및 양생되었다. 

실험 방법은 보 중앙에 2점 하중을 가력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지지점과 가력점에 롤러 철물을 사용하여 단

순 보 거동을 유도하였다. 또한 강연선의 휨 항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연선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

고 실험체 중앙부의 처짐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 하부

에 5개의 LVDT를 설치하였다.

3.3 재료 강도 

합성단면에서 PC 부재는 60 MPa, 현장 타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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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mens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Section 

Type

Prestress

force
a/d

s

(mm)



(kN*m)



(kN)



(kN) 

 

(kN)



(kN) 



1-AS

6-Ø12.7

(0.74%)

A -

3.0 200

202 207 139 1.49 

1-BS B

0.55

283 290 240 1.21 

1-CS C 213 219 159 1.38 545 669 0.81 

1-DS D 206 211 148 1.43 507 669 0.76

2-AS A -

3.0 450

202 207 69 3.00 

2-BS B

0.55

283 290 171 1.70 

2-CS C 213 219 89 2.45 307 674 0.46 

2-DS D 206 211 78 2.70 268 674 0.40

3-BS B

0.70 3.0 200

283 290 240 1.21 

3-CS C 213 219 159 1.38 545 729 0.75 

3-DS D 206 211 148 1.43 507 673 0.75

4-AS A -

3.0 300

202 207 115 1.79 

4-BS B

0.70

283 290 217 1.33 

4-CS C 213 219 136 1.61 466 729 0.64

4-DS D 206 211 125 1.70 427 673 0.63

5-BS B

0.70 3.0 450

283 290 171 1.70 

5-CS C 213 219 89 2.45 307 728 0.42

5-DS D 206 211 78 2.70 268 728 0.37

6-AS A -

4.0 450

202 155 69 2.25 

6-BS B

0.70

283 217 136 1.60 

6-CS C 213 164 79 2.06 363 729 0.50

6-DS D 206 158 78 2.02 358 673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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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shear stress from actu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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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 MPa를 사용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콘크리트

의 배합비는 Table 2와 같다. 콘크리트 공시체는 KS F 

2403이 근거하여 100 mm×200 mm로 제작하였고 강도별

로 3개씩 KS F 2405에 따라 압축 강도 실험을 하였다. 

공시체 시험 강도는 공칭 강도 24 MPa의 경우 22~26 MPa

를 나타냈고 60 MPa의 경우 53~55 MPa를 나타냈다.

강연선은 1,860 MPa급 12.7 mm 7연선 강선(SWPC 7BL)

을 사용하였고, 철근은 SD300 D10과 SD400 D13을 사용

하였다(Fig. 4). KS B 0801의 금속 재료 인장 시험 규정

에 따라 시편을 제작하고 KS B 0802에 따라 인장 시험

을 하였다. Table 3은 강연선 및 철근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며 강연선의 경우 0.2% offset method를 이용하여 

항복응력과 변형률을 산정하였다.

4. 실험 결과

4.1 하중-변위 관계

Fig. 5는 단면 형상(A~D)이 수직전단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단면 A는 전단면이 24 MPa인 콘크리트 부재이므로 강연

선에 긴장력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3-AS와 5-AS을 대

신하여 1-AS와 2-AS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실험체의 강연선 최대 변형률은 5,094~9,286µε으

로 강연선의 항복 변형률(12,803µε)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휨 항복 전에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긴장력이 작용하는 PC 부재의 단면적비에 비례하여 

휨 균열강도 및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대체로 전단면

에 긴장력이 가해진 단면 B > 하부 5/8에 긴장력이 가해

진 단면 C ≃ 하부 3/8에 긴장력이 가해진 단면 D > 긴

장력이 가해지지 않은 단면 A 순으로 휨 균열 강도 및 

전단강도가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3-DS 실험체는 Fig. 

6(c)의 최종 파괴양상과 같이 복부에서 발생한 복부전단 

균열에 의해 파괴가 발생하여 초기에 강성이 감소하였고 

1-AS보다 낮은 전단강도를 보였다.

Table 2 Mixture proportion of concrete

Nominal 

strength

W/C

(%)

Unit weight (kg/m3)

W C S G SP

24 49.4 162 328 869 979 3.5

60 29 180 620 625 935 8.06

※ Maximum aggregate size = 25mm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inforcement 

Type   (MPa)   (µε)  (GPa)

12.7 mm SWPC 7BL 1,869 12,803 205

SD300 D10 360 1,847 184

SD400 D13 470 2,4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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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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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균열강도는 전단면에 긴장력이 가해진 단면 B가 가

장 크게 나타났고(단면 A의 3.2~6.6배) 하부에만 긴장력

이 가해진 합성단면 C와 D도 큰 휨 균열강도(단면 A의 

2.7~6.6배)를 나타냈다. 그에 반해 긴장력이 가해지지 않

은 단면 A는 긴장력이 가해진 실험체들에 비해 크게 낮

은 휨 균열 강도를 나타냈다.

전단강도는 휨 균열강도와 단면형상에 영향을 받았다. 

휨 균열강도가 가장 큰 단면 B는 휨 균열 이후에도 강성

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가장 큰 전단강도를 보였고, 휨 균

열강도가 크고 합성단면인 C와 D는 휨 균열 후 강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단면 B의 52~74%의 전단강도를 보였

다. 단면 C와 D는 긴장력이 가해진 단면적 차이를 보였

지만 비슷한 휨균열 강도와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휨 균

열강도가 작은 단면 A는 초기에 휨 균열이 발생하여 가

장 낮은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4.2 파괴 메커니즘

실험 변수에 따른 파괴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Fig. 

6에 최종파괴 양상을 나타냈다. 실험체의 회색 수직선은 

전단철근 위치를 나타낸다. 최종 파괴 양상은 사인장균

열 파괴, 전단압축 파괴, 수평전단 파괴 총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사인장 균열 파괴는 전단면에 저강도 콘크리

트가 사용된 단면 A에 주로 나타났고, 전단압축 파괴는 

전단면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된 단면 B와 일부 합성

단면에서 나타났으며, 수평전단 파괴는 1-CS, 2-CS, 2-DS, 

4-CS, 4-DS에서 발생하였다.

각 파괴의 균열 진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Fig. 7에 

초기 휨 균열부터 최종 파괴 발생까지 균열이 진전하는 

양상을 하중 단계별로 나타냈다. 전단 압축 파괴(Fig. 7(a))

의 하중 단계별 양상은 초기 휨 균열이 중립축 부근으로 

진전하면서 사인장 균열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사인장 균

열이 가력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가력점 부근에서 발생

한 압축대 콘크리트의 압괴로 인해 최종파괴되었다. 복

부 전단 파괴(Fig. 7(b))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에

서 초기 휨 균열이 발생 후 지지점 부근에서 취성적으로 

복부 전단 균열이 발생하여 최종 파괴되었다. 수평 전단 

파괴(Fig. 7(c))는 초기 휨 균열 발생 후 가력점과 지지점 

사이에 1차 수평 균열이 발생하기까지 하중이 증가하다

가 균열 발생 시점에서 하중이 감소하였고, 지지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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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mage modes at the end of th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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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달길이까지의 2차 수평 균열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수평 균열의 발생 시점마다 하중 감소를 나타내며 최종

적으로 수평 전단 파괴되었다.

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한 파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 6(a)의 1-BS와 Fig. 6(c)의 3-BS를 비교하였다. 1-BS

와 3-BS의 전단철근 인장 변형률을 비교하기 위해 Fig. 8

에 전단 철근의 하중-변형률 관계를 나타냈다. 초기 긴장

력()이 0.55일 경우(1-BS), Fig. 8(a)와 같이 가력점

으로부터 가까운 두 개의 전단철근(L3, L4)이 인장 변형

률(420µε, 1,550µε)을 보였다. 반면에 초기 긴장력()이 

0.55에서 0.70로 증가할수록 휨 균열 및 사인장 균

열의 발생 위치가 가력점 방향으로 집중되어 사인장 균

열을 가로지르는 전단 철근의 갯수가 감소하였고 Fig. 

8(b)과 같이 가력점에서 가장 가까운 전단철근(L4)만이 

큰 인장변형률(1,500µε)을 보였다. 또한 모든 전단 철근

은 항복 변형률(1,847µε)에 도달하지 않았다.

전단철근 간격에 따른 파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6(c)~(e)를 비교하였다. 전단면 60 MPa인 단면 B의 

경우, 전단철근 간격에 관계없이 전단 압축 파괴가 지배

적으로 발생하였다. 반면에 합성 단면의 경우, 전단철근 

간격이 200 mm인 3-CS와 300 mm인 4-CS, 4-DS에서 수

직 전단과 수평 전단 모두 저항할 수 있는 최소 전단철근

(식 (10))을 배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평균열이 발생하

였다. 반면에 전단철근 간격이 450 mm인 합성단면에서

는 수평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5. 실험 분석

5.1 설계 변수의 영향

설계 변수가 전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Fig. 9와 같이 콘크리트 면적비, 전단 경간비 (a/d), 

긴장재의 긴장력(), 전단 철근간격에 따른 전단 강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변수에 따른 강도 비교 시, 프리스트레

스 되지 않은 단면 A는 프리스트레스 된 단면 B, C, D와 

강성과 강도가 상이하므로 단면 A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500 1000 1500 2000

L
o
a
d

 (
k

N
)

Strain (με)

L4
L3L2

L1

L1 L2 L3 L4 R1R2R3R4

(a) 1-BS (a/d=3.0, fpj=0.55fpu, s=200mm)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500 1000 1500 2000

L
o
a
d

 (
k

N
)

Strain (με)

L4

L3

L2
L1

L1 L2 L3 L4 R1R2R3R4

(b) 3-BS (a/d=3.0, fpj=0.70fpu, s=200mm)

Fig. 8 Tensile strain of shea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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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단면 B, C, D에 대해서만 설계 변수에 따른 전단 

강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9(a)는 최종 파괴 모드 별로 분류하여 콘크리트 면

적비에 따른 전단 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긴장력을 받

는 콘크리트의 면적이 감소할수록 즉, 단면 B에서 단면 

D로 이동할수록 전단강도는 약 40% 감소하였다. 이는 

합성 단면 C와 D의 경우 복부의 저강도 콘크리트에서 계

면의 수평균열과 복부전단 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Fig. 9(b)는 초기 긴장력()이 0.70이고 전단철근간

격이 450 mm의 조건에서 전단 경간비에 따른 전단 강도

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단 경간비(a/d)가 3.0에서 4.0으로 

증가할수록 전단 강도는 약 12~20% 감소하였다.

Fig. 9(c)는 초기 긴장력()에 따른 전단 강도의 변화

를 나타낸다. 전단경간비(a/d)가 3.0, 전단철근간격이 200 

mm의 동일 조건(실선)에서 초기 긴장력이 0.55에서 

0.70로 증가하여도 전단 강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복

부 전단 균열이 발생한 단면 D의 경우에는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반면에 전단철근간격이 450 mm인 경우(점선), 

전단 강도는 6~16% 증가하여 이전 조건과 유사한 전단 

강도를 보였고 단면 D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전단 강

도를 나타냈다.

Fig. 9(d)는 전단철근간격에 따른 전단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단경간비가 3.0이고 초기 긴장력()이 0.55fpu

일 경우(실선), 전단철근간격이 200 mm에서 300 mm로 

증가할수록 전단강도는 모든 단면에서 8~17% 감소하였

으나 초기 긴장력()이 0.70일 경우(점선), 전단철근

간격이 증가하더라도 전단 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긴장력에 의하여 압축대의 깊이가 증가하고, 사

인장 균열폭이 감소함에 따라 사인장 균열에 저항하는 

전단철근의 개수와 기여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5.2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

Fig. 10에 각 단면별로 전단 경간비와 긴장력, 전단 철

근비의 같은 설계 변수를 적용한 실험체에 대해 전단보

강 되지 않은 실험체와 전단보강 된 실험체를 비교하였

다. 이전 연구8)와 마찬가지로 모든 단면 형상에 대하여 

전단보강 되지 않은 실험체는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전

까지 전단보강 된 실험체의 거동과 거의 일치하였다. Fig. 

10(a)와 같이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단면 A의 경우, 전

단철근비가 증가할수록 전단 강도는 최대 2.4배 증가하

였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 된 단면 B, C, D의 경우(Fig. 

10(b)), 전단철근비 증가에 따른 전단강도 증가 현상이 명

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단 경간비가 3.0이고 0.70의 초기 긴장력을 가한 

실험체는 단면 B와 단면 C에 대하여 전단철근비 증가에 

따라 전단 강도가 5% 증가하였다. 또한 단면 D는 복부 

전단 균열이 발생한 실험체로서 전단 철근비 증가에 따

른 전단 강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조건에서의 전단 철근 최대 변형률은 각각 

단면 B는 1,445µε, 단면 C는 1,120µε, 단면 D는 1,208µε

로서 모든 실험체는 전단 철근의 항복변형률(1,847µε)에 

도달하지 않고 사인장 균열이 전단 철근을 통과할 때에 

전단 철근이 수직 전단과 수평 전단 모두 저항한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연선의 항복 변형률(12,803µε)

이 현저하게 크므로 인장 철근의 항복 이전에 압축대 콘

크리트 강도에 지배되어 최종적으로 전단 파괴를 예상하

는데 이때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요소에 직각으로 작용

하는 인장력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연

화작용(softening effect)으로 인하여 전단 철근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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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감소하

므로 전단 강도 역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3 수직 전단강도 기준식과의 비교

전단 보강된 PC-CIP 합성보의 수직전단강도를 평가하

기 위하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구조 기준식의 예

측값과 비교하였다(Table 4). Fig. 11는 현행 구조 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합성 부재의 강도 산정 방법으로 요소

의 가장 불리한 값을 사용한 경우(Fig. 11(a))와 각 요소

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Fig. 11(b))를 나타내며 합성 단면 

C에 대하여 전단강도 산정 시 최대 100kN 이상의 차이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PC 부재의 경우 프리텐션을 

도입한 고강도 콘크리트(60 MPa)를 사용하는 반면에 CIP 

부재는 저강도 콘크리트(24 MPa)를 사용함에 따라 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재별 특성이 서로 다를 경우에 각 

요소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

서 상부 CIP 부재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강도 (식 

(1)), 하부 PC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된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강도 일반식(식 (2))과 정밀식(식 (3))을 각각 적용하

여 단순 합산하였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Fig. 12).

일반식(식 (2))로 예측할 경우, 전단압축 파괴가 발생한 

실험체에 대하여 전단강도비(Vtest/Vcal)를 1.00~1.79로 안전

측으로 예측하였고 수평전단 파괴가 발생한 실험체(1-CS, 

2-CS, DS, 4-CS, DS)에 대해 전단강도비를 0.96~1.69로 

예측하였다. 복부 전단 파괴가 발생한 실험체(3-DS)는 0.93

으로 다소 비안전측으로 예측하였다. 긴장력이 작용하는 

면적비가 가장 작은 단면 D의 경우 복부 전단 파괴가 발

생한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의 전단강도비(Vtest/Vcal)

가 1.09~1.87의 안전측으로 나타났다. 특히 450 mm간격

으로 전단철근을 배근할 경우, 1.69~1.87로 크게 보수적

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수평 전단에만 저항할 수 있는 

Table 4 Test results of specimens

Speci

mens

fck (MPa)

a/d
ρvfy 

(MPa)

fse/fpu 

(%)

Vertical shear strength(kN)

Horizontal 

shear strength 

(kN)

Shear strength ratio

Failure 

mode

24MPa 60MPa Vtest

Vcal

Vu Vnh

Simplified 

method

Detailed 

method







Vc,simplified Vc,detailed Vs
,

test

c simplified s

V

V V+
,detailed

test

c s

V

V V+

1-AS 26

3.0 0.97

185 72 72 83 1.20 1.20 S

1-BS 55 46 343 261 207 83 1.00 1.18 SC

1-CS 26 55 46 245 174 192 83 817 744 0.96 0.89 1.35 HS

1-DS 26 55 46 212 116 140 83 707 744 1.09 0.95 1.17 SC

2-AS 26

3.0 0.43

132 72 72 1.83 1.83 S

2-BS 55 49 291 261 212 1.11 1.37 SC

2-CS 26 55 49 204 174 199 680 642 1.17 1.03 1.30 HS

2-DS 26 55 49 195 116 144 650 642 1.69 1.35 1.25 HS

3-BS 52

3.0 0.97

65 341 260 260 83 1.01 1.01 SC

3-CS 26 52 65 243 171 215 83 810 744 0.97 0.81 1.34 CS

3-DS 26 52 65 178 111 152 83 593 744 0.93 0.76 0.98 WS

4-AS 26

3.0 0.65

138 66 66 56 1.13 1.11 S

4-BS 52 65 341 261 260 56 1.10 1.08 SC

4-CS 26 52 65 231 171 215 56 770 683 1.03 0.85 1.39 HS

4-DS 26 52 65 211 111 152 56 703 683 1.28 1.02 1.27 HS

5-BS 55

3.0 0.43

63 325 261 256 1.24 1.27 SC

5-CS 26 55 63 234 174 217 780 642 1.35 1.08 1.49 SC

5-DS 26 55 63 208 116 156 693 642 1.79 1.33 1.33 SC

6-AS 22

4.0 0.43

100 66 66 1.51 1.51 S

6-BS 52 65 257 203 203 1.26 1.27 SC

6-CS 26 52 65 191 140 189 849 857 1.36 1.01 1.22 S

6-DS 26 52 65 183 97 108 813 857 1.87 1.38 1.17 S

※ S: Diagonal shear failure, SC: Shear compression failure, HS: Horizontal shear failure, WS: Web shea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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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전단철근도 수직 전단 강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정밀식(식 (3))으로 예측할 경우, 전단면에 대하여 전단

강도비(Vtest/Vcal)를 1.00~1.37로 안전측으로 예측하였으나 

합성 단면의 경우 일부 실험체의 전단 강도를 비안전측

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보 하부의 긴장력이 웨브에 사용

된 저강도 콘크리트의 사인장 균열과 계면의 수평균열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리스트레스를 받는 

합성 단면에 대한 정밀식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4 수평 전단강도 기준식과의 비교

Fig. 13은 본 연구의 수평 전단 응력과 현행 기준의 예

측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현행 기준에서는 계수 전

단력 3.5 MPa 전후로 수평 전단 메커니즘을 수평 전단력 

전달 메커니즘과 전단 마찰 메커니즘으로 분류하여 수평 

전단 강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 전단응

력이 3.5 MPa를 초과하지 않았고, 계면을 의도적으로 거

칠게 마감하였으므로 식 (8)을 사용하여 수평 전단 강도

를 산정하였다. 수평 파괴가 발생한 실험체(1-CS, 2-CS, 

DS, 4-CS, DS)에 대해서는 수평 균열이 시작된 시점에서

의 최대 전단강도를 사용하고, 수평 파괴가 발생하지 않

은 실험체에 대해서는 최대 수직 전단강도를 사용하여 

수평 전단 응력을 산정하였다. 수평 균열이 발생하는 시

점에서의 수평 전단 응력(

)은 각각 3.22 MPa, 2.68 MPa, 

2.56 MPa, 3.04 MPa, 2.77 MPa로 현행 구조 기준식(식 (8))

을 사용한 예측값보다 1.3~1.5배로 안전측으로 예측하였

다. 복부 전단 균열이 발생한 3-DS의 경우, 전단 강도비

(vu/vnh)는 0.98로 다소 비안전측으로 나타났다.

Fig. 13과 같이 수평 전단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전단 

강도 측면에서 전단철근이 보강된 합성부재에 대한 현행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행 구조 기준 외에 

Eurocode210), AASHTO LRFD11), CSA12)에서는 콘크리트 

접촉면의 상태와 전단 철근의 지압력(ρvfy)이 수평 전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면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계면의 부착응력

과 마찰 계수를 정의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계면상태를 

거칠게 처리한 경우(약 6 mm)에 대해 수평전단강도를 산

정해본 결과, Eurocode2와 CSA의 경우 전단 강도비(vu/vnh)

를 각각 1.94~3.72, 1.80~4.06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AASHOTO LRFD는 복부 전단 파괴가 발생

한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전단 강도비

(vu/vnh)를 1.04~1.44로서 현행 기준과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단 보강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합성보의 전단 강도를 연구하기 위

하여 콘크리트의 면적비, 긴장재의 긴장력, 전단 경간비, 

그리고 전단 철근비를 변수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SC 합성 보의 전단 거동에 대하

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긴장력이 증가할수록, 전단위험단면이 보의 하중점

으로 이동하였으며, 전단압축파괴가 발생하였다. 일

부 합성단면에서는 웨브에 저강도 콘크리트가 사용

되면서, 콘크리트계면에서 수평균열이 발생하였다. 

2) 합성단면에서 긴장력이 증가할수록 수직 전단강도

는 증가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체형 PSC 보에는 미

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합성보에서는 보 하부에 

사용된 긴장력이 웨브에 사용된 저강도콘크리트의 

사인장 균열과 계면의 수평균열을 억제하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3) 일체형보와 마찬가지로, 전단경간비(a/d)가 4.0에서 

3.0으로 감소하면서 합성보의 수직 전단강도가 증

가하였다. 반면에 전단철근비가 증가하더라도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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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ertical shear strength ratio (vtest/v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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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긴장력에 의

하여 압축대의 깊이가 증가하고, 사인장 균열폭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인장 균열에 저항하는 전단철

근의 개수와 기여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4) 현행 KCI 기준식에 따라서 합성보의 수직전단강도

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PSC 단면에 대하여 일반식 

(Eq. (2))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를 대체적으로 안

전측으로 예측하였으나, 정밀식 (Eq. (3))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험강도를 과대평가하여 비안전측이었

다. 그 이유는 결론 2)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합성보

에서는 긴장력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5) 수평 전단 균열이 발생한 횡보강된 합성 단면에 대

하여 실험 결과(2.56~3.22 MPa)와 현행 기준(식 (8))

에서 제시하는 수평 전단 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전단 강도비(vu/vnh)가 1.3~1.5로서 실험결과를 안

전측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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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모듈화된 건축물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현장콘크리트를 합성한 복합화 공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공장에서 선제작된 PC부재에 휨·전단 성능 향상을 위한 프리텐션 도입이 가능하다. 현행

구조 기준에서는 긴장력이 가해진 단일 단면의 전단강도식은 제시하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현장 콘크리트 합성 단면의 수

직 전단 강도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수직전단 보강이 없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합성보의 전단 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전단 보강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콘크리

트 합성보의 전단 강도 실험을 통하여 합성보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변수로는 콘크리트의 면적비, 긴장

재의 긴장력, 전단경간비, 그리고 전단철근비를 고려하였다. 실험 결과, 전단 강도는 긴장력이 가해진 단면적의 면적비, 긴장재의

긴장응력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전단 경간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압축대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전단철근의 기여도

차이를 보였다.

핵심용어 : 전단 강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보, 수평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