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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초고층 건물 및 장대교량, 원자력 구조물 등과 같

은 대형 구조물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재료의 고강도

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철근의 가격이 상승하여 고강도 철

근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을 사용할 경우에 철근의 물량이 감소하고, 철근의 배근 

간격을 넓힐 수 있어 시공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철근을 적용할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

조물(이하 RC)에 과도한 균열이나 처짐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고강도 철근의 적용을 위해서는 재료 성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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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능 및 사용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

내외 설계 기준에서는 전단보강철근의 최대 항복강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을 유도하고 

사인장균열의 폭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전단보강철근의 항

복강도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 콘크리트구조기준(2012)1) 

(이하 KCI-12)에서는 전단보강철근의 최대 항복강도를 500 MPa

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ACI 318-142)에서는 전

단보강철근의 최대 항복강도를 420 MPa로 제한하고 있다. 

EC2-023)에서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를 600 MPa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CSA-044)에서는 500 MPa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설계기준에서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이하 PSC) 구조의 전단거동평가에 있어서 스터럽의 

항복강도를 RC 전단내력 평가와 동일하게 500 MPa로 제

한하고 있어 고강도 철근을 사용할 경우, 규정된 상한값

을 초과하는 강도의 상승분을 내력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

는 고강도 재료의 적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ažant et al.5) 및 Wolf et al.6) 등의 연구를 통해 보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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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CI-12 and ACI 318-14 design codes limit the maximum yield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to prevent 

concrete compressive crushing before the yielding of shear reinforcement. The maximum yield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is 

limited to 420 MPa in the ACI 318-14 design code, while limited to 500 MPa in the KCI-12 design code. A total of eight 

post-tensioning prestressed concrete beams with high strength shear reinforcement were tested to observe the shear behavior of PSC 

beam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high strength reinforcement was thus assessed. In the all PSC beam specimens that used stirrups 

greater than maximum yield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required by the ACI 318-14 design code, the shear reinforcement 

reached their yield strains. The observed shear strength of tested eight PSC beams was greater than the calculated ones by the KCI-12 

design codes. In addition, the diagonal crack width of all specimens at the service load was smaller than the crack width required by 

the ACI 224 committee.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limitation on the yield strength of shear 

reinforcement in the ACI 318-14 design code is somewhat under-estimated and needs to be increased for high strength concrete. Also 

the application of high strength materials to PSC is available with respect to strength and servi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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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료를 사용한 RC 및 PSC의 전단거동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고강도 재료를 사용한 PSC 부재

의 실험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PSC 구조의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의 

전단 거동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고강도 철근

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7,8) KCI-12 기준의 경우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를 기존의 400 MPa에서 500 MPa

로 상향시켰으며 이 연구에서도 항복강도가 500 MPa 이

상이 되는 스터럽을 고강도철근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고

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RC 보의 전단강도, 전단파

괴모드, 사인장균열의 폭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9,10) 이에 비해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PSC 

부재의 전단거동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PSC 부재

는 긴장력에 의한 축압축력이 작용하여 RC와는 다른 전

단거동을 나타내므로 국내 기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고강도 재료를 사용한 포스트

텐션 PSC 보 전단실험을 실시하여 PSC 보의 전단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단 파괴모드, 전단보강철근의 항복유

무, 전단 내력 그리고 사인장균열의 폭 및 수 등의 분석

을 통해 PSC 부재에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의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체 설계

PSC 보의 전단보강철근 항복강도에 따른 전단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총 8개의 PSC 보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단면 형상에 따라 사각형 단면, I형 단면을 갖

는 실험체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각 그룹은 4개의 보 실

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단보강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기본 실험체와 전단보강철근을 배근한 실험체로 계획하

였다. 또한 모든 실험체가 휨 파괴 이전에 전단파괴하여 

전단거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험체의 전단 여유도(공

칭 전단강도/공칭 휨강도)를 0.7 이하로 하였다. 

사각형 단면 그룹의 PSC 보 실험체 단면은 370×500 mm, 

I형 단면 그룹의 실험체 단면은 250×130×340×450 mm 

이며, 전단경간비(a/d)는 모두 2.3 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주철근은 항복강도 501.9 MPa인 D29 철근을 인장측에 5

대, 압축측에 5대 배근하였으며 전단보강철근은 D10 철

근을 부재축에 직각이 되도록 배근하였다. 전단철근의 유

무 및 항복강도에 따라 사각형 단면 RB-0, RB-280, RB-450, 

RB-500 실험체와 I형 단면 IB-0, IB-280, IB-450, IB-500 

실험체로 구분하였다. 각 그룹의 실험체는 동일한 형상

을 갖도록 제작하였으며,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는 Table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281.8, 448.8, 499.5 MPa의 3종류이다. 

실험체의 상세 계획은 Fig. 1과 같다. 전단파괴의 여부 및 

전단위험단면의 변형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인장 및 압

축 철근과 전단보강철근에 각 5개씩 변형률 게이지를 부

착하였으며 긴장재에도 5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긴장도입시 긴장력을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체에는 직경 12.7 mm (=98.71 mm2) 7연선 

긴장재를 인장측과 압축측에 각각 5대를 배근하여 포스

트텐션 방식으로 긴장력을 가하였다. 강연선의 인장강도

와 항복강도는 각각 1580.4, 1853.9 MPa이다. 사각형 단면 

그룹과 I형 단면 그룹의 실험체에는 각 1014 kN (긴장률, 

/ : 0.65)과 780 kN (긴장률 : 0.5) 긴장력을 적용시

키도록 설계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손실율은 KCI-12 기

준을 따라 단기, 장기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반영하였

다. 실험체의 초기 및 유효 긴장력 등은 Table 2에 표시

한 것과 같다.

2.2 하중가력 및 측정장비 계획

PSC 보 실험체에 Fig. 1과 같이 전단균열이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되는 좌측과 우측 전단영역에 각각 수평방향, 

수직방향 2개, 대각방향 2개씩 LVDT (선형변위측정기)

를 설치하여 웨브의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2점 가력점 연

직 아래에 2개의 LVDT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처짐을 측

정하였다. 또한 균열게이지 2개를 이용하여 전단 영역에

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폭을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Fig. 1 Overall dimension of specimens and test instrumen-

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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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균열폭에 대해서는 균열확대경을 통해 하중 단

계별로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체 가력은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상부에서 2점 

가력 하였으며, 가력속도는 1초당 0.02 mm로 변위제어 하

였다. 가력시 100 kN 마다 균열확대경으로 실험체의 균열 

상태를 점검 하였으며, 사인장균열이 발생한 이후에 균

열게이지를 부착하여 균열의 폭을 측정하였다. 하중은 

실험체가 최대강도에 도달한 후 최대강도의 90%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가력 하였다.

3. 실험 결과

모든 실험체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후에 파괴되었으

며 실험체 RB-450, RB-500, IB-500을 제외한 5개의 PSC 

보 실험체는 주인장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전단파괴 하

였다. IB-500 실험체는 최대하중에 도달하기 이전에 주인

장철근이 항복하여 전단파괴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RB-450, RB-500 실험체는 주인장

철근의 휨항복에 도달하기 직전에 최대하중에 도달하여 

전단보강철근이 전단력에 유효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비교분석에 포함하였다. 파괴모드의 판정은 주철

근 및 전단보강철근에 부착한 변형률 게이지 측정값에 

근거하였으며 IB-500, RB-450, RB-500 실험체가 최대하중

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주인장철근의 변형률은 각각 1.14, 

0.98, 0.97이다(여기서 는 주철근의 항복변형률이

다). 모든 실험체는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보 중앙부에

서 휨균열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 하중의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휨전단균열, 복부 전단균열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사

인장균열의 수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 2는 실험체의 하중과 처짐 곡선을 나타낸다. 전단

보강철근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최대하

중 및 처짐이 증가하였다. 전단 내력의 경우, 전단보강철

근이 없는 RB-0, IB-0 실험체와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

도가 비교적 낮은 RB-280, IB-280 실험체는 최대 하중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하게 강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지

만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이 사용된 실험체에서는 최대하

중에 도달한 이후 강도의 감소폭이 비교적 완만한 양상

을 보였다. 이는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실험체

Table 1 Specification of PSC beam specimens

Beams a/d


(MPa)

Longitudinal tensile bars Shear steel bars

No. rebar&

diameter



(MPa)



(%)
diameter

s

(mm)



(MPa)



(%)

RB-0 2.3 56.9 4-D29 501.9 1.67 D10

RB-280 2.3 56.9 4-D29 501.9 1.67 D10 100 281.8 0.39

RB-450 2.3 56.9 4-D29 501.9 1.67 D10 100 448.8 0.39

RB-500 2.3 56.9 4-D29 501.9 1.67 D10 100 499.5 0.39

IB-0 2.3 56.9 4-D29 501.9 1.27 D10

IB-280 2.3 56.9 4-D29 501.9 1.27 D10 120 281.8 0.48

IB-450 2.3 56.9 4-D29 501.9 1.27 D10 120 448.8 0.48

IB-500 2.3 56.9 4-D29 501.9 1.27 D10 120 499.5 0.48

Where,  : Yield strength of longitudinal bars,  :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   : Yield strength of stirrups, 
: Shear reinforcement ratio

Table 2 Specification of prestressing tendons

Beams
Prestressing Tendons

  (kN)   (kN)  /bD
No. strand & diameter   (MPa)   (%)

RB-0 5-Φ12.7 1580.4 0.32 828 745 0.073

RB-280 5-Φ12.7 1580.4 0.32 917 826 0.081

RB-450 5-Φ12.7 1580.4 0.32 857 771 0.076

RB-500 5-Φ12.7 1580.4 0.32 812 730 0.072

IB-0 5-Φ12.7 1580.4 0.24 866.7 780 0.095

IB-280 5-Φ12.7 1580.4 0.24 648.3 583 0.071

IB-450 5-Φ12.7 1580.4 0.24 738.9 665 0.081

IB-500 5-Φ12.7 1580.4 0.24 868 781 0.095

Where,   : Yield strength of tendons,   : Prestressing tendon ratio,   : Initial prestressing force,   : Effective prestressing 

force,  /bD : Prestressing for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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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최대하중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주인장철근이 휨

항복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체의 최대전

단내력, 최대처짐, 파괴모드 등의 실험결과는 Table 3과 

같다.

Regan et al.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단균열의 수와 

폭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단철근의 양(),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 이 실험의 결과에서도 전단철근이 없는 RB-0, 

IB-0 실험체와 전단철근의 양이 비교적 적은 RB-280, IB-280 

실험체는 전단구간에서 사인장균열 발생 후 해당 균열에

서 집중적인 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단철근의 양

이 많은 고강도 전단보강철근 실험체 그룹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사인장균열이 발생한 이후에 파괴되었다.

또한 Sozen et al.12)의 선행 실험연구 등에 따르면 PSC 

보의 전단파괴는 휨-전단균열 파괴와 복부-전단균열 파

괴로 구분이 되며 이는 국내외 PSC 전단 내력 설계기준

에도 반영이 되어있다. 사각형 단면을 갖는 RB 그룹의 

경우 파괴가 휨-전단균열 중립축까지 진전된 후, 해당균

열에서 파괴가 지배적으로 일어난 반면 I형 단면을 갖는 

IB 그룹의 PSC 보는 상대적으로 복부-전단 균열 부분에

서 파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얇은 두께의 복부를 갖기 

때문에 복부 콘크리트보다 상부 압축대가 상대적으로 강

한 I형 단면의 형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전단내력

Fig. 4는 전단보강철근의 양()에 따른 각 실험체의 

실험 결과에 의한 전단내력을 나타내며 기준선은 KCI-12 

기준의 전단식(식 (7.3.8), (7.3.10), (7.4.3))을 통해 계산된 

전단내력을 의미한다. 모든 PSC 실험체의 전단내력은 전

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증가할수록 즉, 전단보강철근

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IB 그룹 

실험체의 전단보강철근의 양이 RB 그룹의 전단보강철근 

양보다 큼에도 전단내력이 작은 이유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저항 기여분이 단면형상의 크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

(a) Group-RB

(b) Group-IB

Fig. 2 Load versus deflection curves

Fig. 3 Cracks after test 

Table 3 Test results

Beams

Test results


(kN) 


max Failure 

modes
max

(kN)

∆
max

(mm)

RB-0 582.5 11.15 385.8 1.51 SF

RB-280 726.5 13.29 552.3 1.32 SYCF

RB-450 793.5 20.58 653.4 1.21 SYCF

RB-500 813.6 20.67 683.2 1.19 SYCF

IB-0 383.7 7.09 325.6 1.18 SF

IB-280 627.0 12.58 470.4 1.33 SYCF

IB-450 722.0 15.62 595.5 1.21 SYCF

IB-500 765.8 19.78 635.0 1.20 SYCF&FF

Where, SF : Shear failure, SYCF : Shear failure after 

yielding of shear reinforcement, FF : Flexur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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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Table 3을 보면 각 그룹 실험체의 전단내력 실험값과 

KCI-12 기준식을 통해 계산한 PSC 전단내력을 비교하였

다. 모든 실험체의 PSC 전단내력이 KCI-12 기준식의 전

단내력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를 420 MPa로 제한하는 ACI 318-14 기준식의 경

우에 제한값 이상의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PSC부재에 적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값과 기준식 설

계값의 비율인 
max

/ 의 경우,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

도가 높아짐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예를 들

어 RB 그룹 실험체에서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커짐에 따라 
max

/ 값이 1.51, 1.32, 1.21, 1.19 로 작아

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단보강철근의 항

복강도(500 MPa) 이상의 전단보강철근이 사용되었을 때, 

전단보강철근의 항복유무에 따라 전단여유치가 1보다 작

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전단보강철근의 변형률 분포

국내외 콘크리트구조기준의 전단설계에서 전단보강철

근의 항복강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 철근 사용시 전

단보강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콘크리트 복부가 선행 압

축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강도 철근의 경

우 항복변형률이 일반강도 철근보다 크기 때문에 전단보

강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 복부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전단보강철근이 항복하지 않으면 현행 

전단설계기준 내력 평가식에서 전단보강철근 전단기여분

의 항복강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단보강철근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 값을 이용하여 PSC부재에 적용된 고강도 전단보

강철근의 항복 유무를 관찰하였다. Fig. 5는 하중 가력부

터 최대하중인 
max

 시점까지 하중가력을 5단계로 구분

한 후에 변화하는 전단보강철근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x 축은 실험체의 단부에서부터 변형률 게이지

가 부착된 전단보강철근까지의 위치를 나타내며, y 축은 

각 하중 단계별로 게이지를 통해 계측된 전단보강철근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Fig. 5를 보면 RB 및 IB 그룹의 모든 실험체가 최대 하

중에 도달하기 이전 또는 도달하는 시점에서 전단보강철

근이 항복하였다. 전단보강철근의 변형률은 하중의 단계

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ACI 318-14 기준

에서 제한하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인 420 MPa 보다 

높은 450, 500 MPa의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RB-450, 500 

및 IB-450 실험체의 경우에도 전단보강철근이 모두 항복

한 이후에 최대 내력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즉, PSC 보

에 500 MPa의 고강도 철근을 전단보강철근으로 사용하

여도 콘크리트 복부의 선행 압축 파괴 없이 항복하였다. 이

Fig. 4 Shear strength versus amount of shear reinforce-

ment ( )

Fig. 5 Strain distribution of shear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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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전단보강철근의 항복 유무의 관점에서 ACI 318-14

의 전단보강철근 제한 기준이 다소 안전측에 속하는 것

으로 사료되며 KCI-12 기준의 전단보강철근 제한값은 PSC 

부재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사인장균열의 폭 및 수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를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용성과 관련이 있다.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증가

할 경우 사인장균열의 폭 및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Fig. 6은 각 실험체에 설치했던 LVDT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 복부의 변위를 사용하중 단계에서 발생한 사인장균

열의 숫자로 나누어 계산한 균열폭의 결과이고 Fig. 7은 

균열확대경을 이용하여 매 100 kN 마다 측정한 사인장균

열의 폭을 나타낸다. LVDT 및 균열확대경을 이용한 측

정 결과, 실험체의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커짐에 

따라 대체로 균열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CI 224 보고서13)에서는 사용하중 단계를 설계강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max

의 60% 단계로 보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균열폭을 0.41 mm이내로 제

한하고 있다. Fig. 6과 Fig. 7을 보면, 모든 실험체의 사인

장균열폭이 사용하중 단계에서의 한계 균열폭인 0.41 mm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B-450, RB-500, IB-450 

실험체의 사인장균열폭을 통해 PSC 부재에 ACI 318-14

에서 제한하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을 사용하

여도 균열폭의 사용성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urocode EC2에서는 균열폭의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1)

여기서  :　설계 균열폭,  : 평균 균열 간격,  : 균

열면에서의 평균 전단철근 변형률,  : 설계 균열폭 계수

(하중에 의한 균열시 1.7)이다. 즉, RC 및 PSC 부재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폭은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변형률과 

생성된 균열의 간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g. 8은 IB-500 실험체를 제외한 7개 실험체의 전단보

강철근의 양()에 따른 최대 강도 시점 단계에서의사

인장균열의 폭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체의 전단보강철근

의 양이 커짐에 따라 사인장균열의 폭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며 이는 실험체의 지점과 가력점 사이의 웨브에

서발생한 사인장균열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9를 보면 전단보강철근의 양이 큰 실험체에서 사

인장균열의 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즉, 

전단 균열 수의 증가는 균열의 간격이 감소하는 것을 의

미하며 식 (1)의 관계와 같이 균열의 간격이 작아져 사인

(a) Group-RB 

(b) Group-IB 

Fig. 6 Width of diagonal cracks by LVDT

(a) Group-RB

(b) Group-IB  

Fig. 7 Width of diagonal cracks by magn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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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균열의 폭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인장균

열의 폭과 수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다룬 영향요소 

외에 전단보강철근의 간격 및 철근비, 부착력 등의 다양

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면형상과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

가 변수인 8개의 포스트텐션 PSC 보 전단 실험을 통하여 

전단보강철근의 항복여부 및 사인장균열의 폭을 검토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PSC 실험체의 전단내력이 KCI-12 전단강도 

평가 기준식에 의한 전단강도 이상으로 측정되었

다. 전단내력은 전단보강철근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

나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커짐에 따라 전단여

유치(
max

/)가 감소하여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할 경우 기존 내력 평가식의 안전율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ACI 318-14에서 요구하는 항복강도 제한값(420 MPa) 

이상의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모든 PSC 

실험체가 전단보강철근이 항복한 이후에 최대 내력

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ACI 318-14의 전단보강

철근 제한 기준이 다소 안전측에 속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3) 500 MPa의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PSC 실

험체의 사인장균열의 폭은 사용성 균열폭의 한계값

인 0.41 mm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PSC 부

재에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해도 사용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험체의 전단보강철근의 양()이 커짐에 따라 사인

장균열의 수가 증가하였고 균열의 폭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가 커

짐에 따라 전단균열의 수가 증가하여 균열의 간격

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인장균열의 폭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KCI-12 기준에서 제한

하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500 Mpa)는 PSC 부재에 

대해서 전단내력 및 균열의 사용성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CI 318-14의 전단보강철근 제한 기준

은 다소 안전측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를 주요 변수로 하여 

PSC 부재의 전단거동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전단보강철

근의 간격 및 철근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전단거동

에 대한 해석과 실험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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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내외 전단 설계기준에서 RC 및 PSC 부재의 전단보강철근의 최대항복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고강도 전

단보강철근을 사용한 RC 부재의 전단거동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PSC 부재의 전단거동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PSC 부재는 긴장력에 의한 축압축력에 의해 RC 와는 다른 전단거동을 나타

내므로 국내 기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고강도 철근을 PSC 부재에 적용할 경우 강도의 추가적인

상승분을 내력에 포함시킬 수 없어 고강도 재료의 사용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고강도 재료

를 사용한 포스트텐션 PSC 보 전단실험을 실시하여 KCI-12 기준 및 ACI 318-14 기준의 항복강도 및 사인장균열의 폭을 검토하

였다. ACI 318-14에서 요구하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 제한값(420 MPa) 이상인 모든 PSC 실험체의 전단보강철근이 항복한 

이후에 최대 내력에 도달하였으며, 실험 전단내력 또한 KCI-12 기준식의 전단강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측면에서도 

고강도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한 모든 실험체가 ACI 224위원회의 허용 균열폭(0.41 mm)을 초과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KCI-12 기준에서 제한하는 전단보강철근의 항복강도는 PSC 부재에 대해서 전단내력 및 균열의 사용성 측면을 모두 만

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CI 318-14의 전단보강철근 제한 기준은 다소 안전측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전단보강철근 항복강도,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보, 사인장균열, 전단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