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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는 공극이 작고 밀실하며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균질하고 자기 다짐효과가 뛰어나 시공성 

및 성형성이 우수하다. 또한 150 MPa 이상의 높은 압축강도 

뿐만 아니라 내마모성, 내균열성 등 내구성능이 뛰어나 구

조물에 적용 시 유지, 보수에 이점이 있다.1) 강섬유 보강 초

고성능 콘크리트(UHPFRC)는 여기에 강섬유 보강에 의한 

균열 후 잔여강도가 큰 특징을 가진다. 보통강도 콘크리트

설계에서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UHPFRC는 균열 발생 후에도 강섬유와 매트릭

스 간의 부착응력에 의한 응력재분배 효과가 뛰어나 잔균열

이 넓게 분산되며 재료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하여 인장강도

를 부재설계 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5) 재료의 응력

분산효과가 뛰어나고 강성이 크기 때문에 면내 전단거동에 

유리한 장점이 있어 두께가 얇고 구조적으로 최적화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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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부재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철근의 배근을 최소화하고, 강섬유에 의한 전

단보강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

UHPFRC 보의 전단 거동에 대한 실험연구는 경제성과 시

공편의성, 뛰어난 구조적 성능을 고려하여 복부 두께를 줄

인 I형 단면에 복부 두께는 40~65 mm로 두께가 얇고 전단철

근을 배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Yang et al. (2012),2) 

Voo and Foster (2010),3) Hegger and Betram (2008)4)은 전단 

철근이 없는 I형 보에 대해 전단 경간비와 강섬유 부피비를 

주요 변수로 실험하였으며, 강섬유 부피비가 커질수록 전단

강도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전단 경간비가 커질수록 전단강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연구에서 

모든 실험체의 최종 파괴는 복부 균열 집중 현상에 의한 사

인장 파괴를 보였다. Baby et al. (2014)5)은 I형 보를 혼입 섬

유 종류에 따라 일반철근을 사용하여 전단보강한 경우와 전

단보강하지 않은 경우, 프레스트레스를 준 경우와 프리스트

레스를 주지 않은 경우에 대해 4점 재하 실험을 하였는데, 전

단강도 및 거동에는 차이가 있으나 파괴모드는 국부 균열 집

중현상에 의한 사인장 파괴로 동일하였다. 즉, 전단보강근

을 배근한 경우도 전단 보강근 항복 후 복부 균열 집중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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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high performance fiber-reinforced concrete (UHPFRC) is characterized by a post-cracking residual tensile 

strength with a large tensile strain as well as a high compressive strength. To determine a material tensile strength of UHPFRC, 

three-point loading test on notched prism and direct tensile test on doubly notched plate were compared and then the design tensile 

strength is decided. Shear tests on nine I-shaped beams with varied types of fiber volume ratio, shear span ratio and size effect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shear behavior in web. From the test results, the stress redistribution ability represented as diagonal cracked 

zone was quantified by inclination of principal stress in web. The test results shows that the specimens were capable of resistance to 

shear loading without stirrup in a range of large deformation and the strength increase with post-cracking behavior is stable. However 

at the ultimate state all test specimens failed as a crack localization in the damaged zone and the shear strength of specimens is 

affected by shear span ratio and effective depth. Strength predictions show that the existing recommendations should be modified 

considering shear span ratio and effective depth as desig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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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최대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보에서 

균열집중현상에 의한 사인장 파괴는 휨 실험에서 균열이 인

장단에 고르게 퍼진 후 휨철근 항복에 의해 최대강도에 도달

하지 않고, 인장 주철근 항복 후 국부 균열 집중에 의해 최대 

강도가 결정6)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edaelli D. (2006)7)는 철근이 배근된 UHPFRC의 직선부재 

인장실험을 통해 철근과 UHPFRC의 큰 부착응력7,8)으로 인

해 일반 철근의 사용으로는 극한 한계 상태에서 균열 집중현

상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인장경화거동을 

보이는 UHPFRC의 경우 극한 변형률이 0.0025이상이며 이 

값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D400 철근의 항복 변형률 0.002

보다 크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UHPFRC 전단보의 사인장 파괴에 대한 거동을 분석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단면 두께가 얇고 전단

보강근이 없는 I형 UHPFRC 보로 연구내용을 국한하였다.

UHPFRC 보의 전단설계 시 사인장 균열에서 강섬유 보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FRC)

의 강섬유의 전단강도 기여분에 대한 역학적 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1은 강섬유 보강효과로서 사인장 파괴 시 

주균열에서 잔류 인장강도를 고려한 SFRC 전단저항모델9)

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사인장 균열 각도는 45°로 가정하였으며, 부재가 균열을 

따라 발생하는 잔류인장응력 에 의해 저항하다가 부재 하

부에서 주균열의 폭이 최대 균열폭 이 되면 부재가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인장 파괴모드에

서 강섬유 보강에 의한 전단저항 기제는 UHPFRC에도 비슷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FRC는 굵은 골재를 포

함하는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양단고리형 강섬유를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굵은 골재로 인해 강섬유 보강비를 증

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강섬유 부피비가 0.75% 내외로 크

지 않고 균열 후 잔여인장거동이 연화거동으로 정의되는 차

이가 있다.10,11) UHPFRC는 굵은 골재 없이 공극이 작은 균질

한 매트릭스에 인장강도가 약 2400 MPa에 이르는 고강도 직

선형 강섬유를 1.5% 이상 혼입하며 강섬유 보강효과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기존 모델은 인장경화거

동을 보이지 않는 SFRC 직사각형 단면 부재에서는 유효하

나, UHPFRC와 같이 균열 후 미세균열의 확장에 의한 인장

경화거동이 지배적인 부재의 거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체 복부와 같이 응력장이 균일하게 

형성되는 면내전단거동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UHPFRC 구조 설계는 프랑스 토목학회(AFGC)에서 발간

한 지침12)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전단 강도 설

계식은 매트릭스에 의한 강도와 강섬유 보강에 의한 강도 증

가분에 대해 별도의 항으로 정리하여 둘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험적 근거 및 이론적 배경은 미약하다. 

AFGC 지침에서는 식 (1)을 UHPFRC에서 강섬유 전단 기여

분으로 정의하되, 사인장 균열의 각도는 45°가 아닌 복부에

서 주응력방향 로 정의하여 이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보강근이 없는 UHPFRC I형 보의 균

열발생 이후 전단거동의 응력 재분배효과를 정량적으로 판

단하고, 균열 후 거동을 기존 전단 강도식이 잘 반영하고 있

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전단 강도 산정 시 강섬유 기여분의 

주요 변수인 재료 인장강도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복부 주

응력방향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UHPFRC 부재 전

단거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 변수 및 부재 상세

UHPFRC I형 보의 최종 파괴모드를 사인장 파괴로 가정

하고, 전단보강근이 없는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사인장 파괴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를 실험 변수로 정하였

다. 강섬유 부피비가 다른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 

배합 3종 1, 2, 3에 대하여 각각 전단 경간비()와 크기효과

()를 실험변수로 총 9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전단 경간

비와 크기효과는 사인장 파괴를 보이는 부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전단 

경간비는 보 복부에 작용하는 응력장의 형태를 결정한다. 

Fig. 1 Crack geometry relative to the shear behavior of a 

SFRC beam (Casanova and Rossi,1997)9)

Table 1 Mix proportion (in mass ratio)

material 

ID

W/B

(%)

Mass weight (kgf/m3)

W B A

SF

S G16 

mm

20 

mm

1 0.20 197.1 1269.5 867.4 39 78 18.1 0.5

2 0.20 196.9 1287.8 866.4 39 78 24.4 0.9

3 0.23 221.3 1258.7 846.8 78 17.7 0.7

* B (premix Binder): cement, Zr, BS, filler, expansion agent, 

shrinkage reducing agent premix

* A (fine Aggregates), SF (Steel Fiber), S (Superplasticizer), 

G (air-entrain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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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경간비가 작은 경우는 아치효과에 의해 가력부와 지점

에 단일 스트럿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전단 경간비가 

커질수록 휨 거동이 지배하게 되며 복부 내에 균일한 응력장

이 형성되게 된다. 한편, 크기효과는 취성 파괴를 보이는 부

재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일반적으로 전단철근을 배근한 

부재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본 실험에서는 실험체의 파괴

모드가 사인장 파괴라는 가정 하에 균열 집중현상이 취성적 

파괴임을 고려하여 유효 높이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배합 3

종은 Table 1과 같으며 매트릭스 배합은 유사하고, 강섬유 

부피비에 차이가 있다. 직선형상 강섬유 16 mm와 20 mm를 

1:2 비율을 유지하면서 배합 1, 2는 부피비 1.5%, 배합 3은 부

피비 1.0%로 계획하였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거동 

특성13)은 Fig. 2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직접인장 

실험으로 인장응력-변형률 관계를, 휨인장 실험으로는 휨강

도-처짐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직접인장실험결과 인장연

화거동을 보이는 경우는 휨인장 거동에서는 균열 발생 후 경

화거동을 보일수도, 연화거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재료인장거동 및 구조인장거동은 강섬유 부피비에 의해 크

게 지배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인장

거동 및 부재인장거동에서 차이가 있는 재료 배합에 따른 보 

전단거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합별 실험체는 Fig. 3과 같다. 유효높이가 445 mm인 경우

에 대해 전단 경간비 2.5와 3.5를 변수로 두고, 전단 경간비가 

3.5인 경우에 대해 유효높이가 445 mm와 625 mm를 변수로 하

였다. 복부두께 는 40 mm로 일정하다. 복부두께는 보통 콘

크리트 단면에 비해 매우 얇게 설계되었는데, 이는 재료의 경

제성을 고려하여 전단 부재가 전단 철근 없이 강섬유 보강만

으로 충분히 전단력에 저항하는 경우, 가능한 복부 폭을 작게 

설계하여 최소두께 폭에 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

다. I형 단면 복부는 콘크리트 배합에 따라 강섬유 보강에 의한 

재료 인장강도에 의해 지지되도록 하였으며, 휨 철근은 충분

히 배근하여 복부 전단파괴가 일어나도록 설계하였다.

2.2 가력 및 계측 계획

100 ton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변위제어로 3점 정적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력부 및 지점 재하판은 폭 150 mm에 걸

쳐 보 상·하부 플랜지 너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력 및 

계측 계획은 Fig. 3과 같다. 계측 계획은 가력부 수직변형 외에 

복부 전단변형을 중점으로 계획하였다. 복부 전단변위로 초기 

균열 발생 및 국부 균열 집중현상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변위

계측은 가력부 수직변위, 복부 45° 전단변위, 복부 중앙부 주 

변위 방향의 세 곳으로 계획하였다. 가력부 수직변형은 가력

Fig. 3 Details of test specimens and measurement program

Fig. 2 Classification of FRC composites based on their 

tensile response (Naaman et al.,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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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 총 3점을 측정하였고, 복부 

45° 전단변위는 인장측 대각방향으로 가력부 기준으로 양 쪽

에 3개씩 대칭이 되도록 총 6개 LVDT를 설치하였다.

또한 복부 중 가운데 1곳에 수직, 수평, 대각방향에 모두 

LVDT를 설치하여 주변형(principal strain)방향을 계측하였

다. 주변형 방향은 전단 강도 중 강섬유 기여분을 산정할 때 

정의되는 사인장 균열각도, 혹은 변각트러스모델에의 적용

시 복부 트러스 각도로 간주될 수 있다. 변각트러스모델은 

유로코드14)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부재 복부에서 초

기균열발생 이후 전단철근에 의한 응력재분배 능력에 의해 

복부 응력장 영역이 확대되며, 파괴 시 전단력이 미치는 응

력장의 주응력 각도 가 최대강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UHPFRC는 전단철근이 별도로 배근되어 있지 않고, 일반 철

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이 인장재와 압축재를 별도로 구분해

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기 모델의 개념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Walraven et al. (2013)15)은 복부에 

수직, 수평, 대각 LVDT를 설치하여 얻은 계측값을 모어 변

형률 원을 이용하여 주변형각도를 계산한 후, 주변형각도와 

주응력각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변각 트러스 모델에 적

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조하

였다. 복부 LVDT는 Fig. 3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변형

계측은 휨철근 인장변형, 중립축과 상부 플랜지 콘크리트 

압축변형, 복부 중앙부 주변위 방향으로 스틸 게이지 및 콘

크리트에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압축 플랜지와 인

장 플랜지에는 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4곳에 동일한 위

치로 부착하였고, 오른쪽 복부 중앙에 3축 콘크리트 게이지

를 부착하여 LVDT에 의한 계측값과 비교하여 주 변형 방향

을 계측값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3 재료 인장강도 실험 계획 및 결과

UHPFRC의 재료인장강도는 전단설계의 주요한 변수가 

된다. 큰 골재를 가진 보통강도 콘크리트는 균열발생 후 거

의 즉시 최대 인장강도가 발현되는 반면, 강섬유 보강 콘크

리트는 균열 후 비선형 구간 및 최대강도 도달 후의 연화거

동이 매우 크다. 균열 후 거동 특성은 부재거동에 크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인장응력-변형 관계가 중요하다. Fig. 1과 

같이 부재가 사인장 균열에 의해 파괴될 경우, 최대 강도에 

도달할 때 사인장을 따라 발생하는 인장강도-균열폭 관계에

서 균열 발생 시작점에서부터 한계 균열폭( )에 이르기까

지 부분의 평균 인장강도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저항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2) 본 연구에서는 Fig. 2를 참고하여 직접인

장 실험과 휨인장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되, 균열폭에 따른 

잔류인장응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치가 있는 시편을 적용

하였다. 유로코드16) 및 JCI17)에서는 SFRC의 재료인장강도

는 노치가 있는 직육면체 보의 3점 재하 실험을 통해 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노치가 있는 시편은 노치폭을 균열 개구 

변위(CMOD)로 정의하고 하중과 CMOD 관계를 통해 균열 

후 잔류응력을 통해 인장강도 및 균열 후 거동으로 분석된

다. 일반적으로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역해석을 통해 재료

인장강도-CMOD 비선형 함수를 도출하는 방법18)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나, 적용 난이도가 높고 해의 수렴성이 떨어지

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콘크리트학회 모델코

드(fib model code 2010)19)에서 제안하는 하중-변위관계식을 

통해 재료인장강도를 구하였다. fib 모델은 인장경화 혹은 

연화거동을 보이는 FRC 재료에 대해 하중-변위관계를 한계 

균열폭에 대해 선형으로 가정하고, 식 (2)와 같이 사용 인장

하중(
 )과 한계 인장하중(

 )을 구한다. 이때 
는 실험

결과 특정 CMOD에 저항하는 잔류 휨인장강도이며 이 값은 

EN 1465116)에 제시되어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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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ensile response of UHPFRC; (a) Load-CMOD curves and test set-up of three-point loading on notched prism 

required by EN 14651, (b) stress-CMOD curves and test set-up of direct tension test on doubly notch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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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해석 없이 재료 인장강도를 바로 얻기 위해서는 

직접 인장 시험이 필요한데 직접 인장 시험법은 그 방법이 

다양하고 시편크기 및 구속조건에 대한 결과값에 차이가 크

다.20)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K-UHPC 구조설계

지침21)에 의거, 노치가 있는 시편에 양 단부는 힌지로 적용

하였다. 그 결과는 Fig. 4(b)와 같다.

Fig. 4(a)는 EN 14651에 의거한 휨인장 시험법 결과 얻은 

하중-CMOD 그래프이다. 이 값을 식 (2)를 통해 를 0.03

mm로 가정하여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직접인장 실

험결과는 재료별, 시편별 편차가 큰 데 반해 휨인장 실험결

과는 안정적이다. 직접인장 실험결과 강섬유 부피비 1.5%인 

배합 1과 2의 인장강도는 유사하고 뚜렷한 인장경화거동을 

보였으며, 강섬유 부피비 1.0%인 배합 3은 인장경화거동을 

보이지 않으나 휨인장실험에서는 하중-처짐관계에서 경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거동은 최대하중에 이

르기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강도는 세 가지 배합 모두 

160~170 MPa로 유사하다.

AFGC에서는 인장강도-CMOD 그래프에서 전단강도에 

사용하는 잔류강도
를 한계 균열폭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의 평균값에 강섬유 영향에 따른 계수를 고려하여 식 (3)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는 일반 구조물의 경우 1.25를 사용한다.


 






 





 (3)

Table 2에 제시된 
와 

는 설계 인장강도로써, 직접실

험에 의한 설계 잔류 인장 강도
와 비교할 수 있다. 설계

인장강도는 잔류인장강도
와 휨인장 실험결과에서 얻

은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본 연구에서는 


를 적용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와 의 곱, 

즉 하중-변위 선형관계에서의 면적인 파괴에너지는 휨인

장 시험에 의한 파괴에너지 값과 유사하다. 이는 시편별 강

도의 차이가 한계 균열폭   차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을 의미한다. 
는 를 0.3 mm로 가정했을 때의 설계 인장

강도이나, 
는 실험결과에 따른 에서의 평균값으로 정

의하였기 때문이다. Fig. 1에서와 같이 강섬유 보강 콘크리

트에서 주요 외력저항 기제는 강섬유에 의한 응력 재분배효

과로, 이는 최대 강도가 아닌 한계 균열폭으로 정의된다. 부

재 거동에서 한계 균열폭은 휨철근비, 전단 경간비 등 여러 

설계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한계 

균열폭을 0.3 mm일 때를 기준으로 설계인장강도를 정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합 3의 경우 
와 

값의 차

이가 큰데, 재료인장응력-변형관계는 연화거동을, 휨강도-

처짐관계는 경화거동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2). 이러한 재료의 경우 부재 설계 시 주균열이 발생한 

후에도 이를 구속하고 있는 힘이 충분할 경우는 균열발생 후 

경화거동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압축대 및 휨인

장 철근이 충분히 크게 설계된 경우 
값이 

보다 설계 

인장강도에 부합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변수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3.1.1 전단 경간비(a/d)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일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최소 전단 보강근의 역할은 

사인장 균열 발생 이후의 여유 내력과 사인장 균열 폭의 억

제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22) 강섬유 보강이 최소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인

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초기 균열 상태(initial cracking 

state)와 전단 내력이 최대일 때의 극한 한계 상태(ultimate 

limit state)를 각각 정의하여, Table 3과 같이 강도 및 변형을 

비교하였다. 초기 균열 상태는 복부 변위 및 변형률 계측결

과를 근거로 복부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한 시점으로 정의하

였으며, 극한 한계 상태는 전단강도가 최대일 때를 기준하

였다. 초기 균열 강도 대비 최대 강도의 비는 전단 경간비가 

2.5인 경우는 3배 정도였으며, 전단 경간비가 3.5인 경우는 

1.7~2.8배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실

험체에서 초기 균열 발생 이후 강성의 변화를 수반한 안정적

인 하중 증가를 보였으며, 강성 저하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일

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 철근이 충분히 배근된 경우

와 비슷한 하중-변위 관계를 보였다.

하중-변위 관계는 전단 경간비가 2.5인 경우와 3.5인 경우

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단 경간비가 2.5인 경우는 강

Table 2 Compressive and tensile characteristics of UHPFRC

Compressive characteristics Tensile characteristics

Compression test results Direct tension test results
Characteristic values of linear model

given by fib model code 2010 (EN 14651)


(MPa)




(GPa)


(MPa)


(MPa)



(mm)




(MPa)


*

(MPa)


*

(MPa)



(mm)


**

(MPa)


**

(MPa)

1 160.1 0.00374 46.7 9.45 12.99 0.51 8.98 25.41 25.77 0.30 11.44 11.00

2 162.4 0.00382 47.9 11.23 14.23 0.35 10.18 24.37 24.00 0.30 10.97 10.51

3 169.9 0.00435 46.0 5.31 5.35 0.40 4.26 16.86 16.23 0.30 7.59 7.20

 *
: residual flexural tensile strength corresponding to  (=0.5mm, =2.5mm)

**
 : serviceability residual strength,  

 : ultimate residu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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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results of UHPFRC I-shaped shear beam

Specimen

ID

Test parameter Test results

Material 

ID
  (mm)

Initial cracking state Ultimate limit state Failure 

mode*



  (kN)   (mm)   (kN)   (mm)

1-S25 1 2.5 445 141.0 0.96 415.1 6.44 DT 2.94

1-S35 1 3.5 445 189.0 3.52 355.6 11.58 DT 1.88

1-S35-B 1 3.5 625 209.3 4.86 347.6 11.50 DT 1.66

2-S25 2 2.5 445 155.8 1.34 445.9 8.56 DT 2.93

2-S35 2 3.5 445 180.5 3.78 371.8 11.14 FS, DT 2.06

2-S35-B 2 3.5 625 187.6 4.51 439.7 15.68 FS, DT 2.34

3-S25 3 2.5 445 113.5 1.11 427.7 7.82 DT 3.77

3-S35 3 3.5 445 124.3 2.91 340.3 11.28 DT 2.74

3-S35-B 3 3.5 625 150.2 3.52 354.3 13.44 DT 2.36

* DT (Diagonal tension failure), FS (Flexural shear failure)

 

(a) (b)

Fig. 5 Shear force versus vertical displacement for specimens with respect to (a) shear span ratio and (b) effective depth

Fig. 6 Crack pattern and location of critical shear crack in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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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최대 강도가 모두 크고 취성적으로 파괴된 반면, 전단 경

간비가 3.5인 경우는 강성, 최대 강도가 줄어들면서 최대 강

도 이후 상부 플랜지 압축대가 변형에 저항하면서 상대적으

로 연성적인 파괴를 보였다. 초기균열은 전단 경간비가 2.5

인 경우는 모두 복부에 45° 사인장 균열로 발생하였으며, 전

단 경간비가 3.5인 경우는 복부 사인장 균열과 보 하단 휨균

열이 동시에 관찰되면서 강성과 강도 감소를 보였다(Fig. 5). 

극한 한계 상태에서 최대 강도는 9개 실험체 모두 복부 사인

장 균열 중 1~2개 균열폭이 눈에 띄게 크게 벌어지면서 균열

폭이 약 0.5 mm에 도달할 때 발현되었다. 최대강도를 결정

하는 파괴모드는 실험체 2-S35-B를 제외하고 국부 균열 집

중현상에 의한 사인장 파괴로 관찰되었다. 실험체 2-S25-B

는 지점부 근처 복부까지 훨씬 넓은 구격에 잔균열이 진전되

어 지점부 상단 복부의 파단에 의해 최대 강도가 결정되었으

며 (Fig. 6), 다른 실험체에 비해 큰 최대 강도를 기록하였다.

3.1.2 유효높이(d)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유효높이가 클수록 최대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Fig. 5(b)와 같이 파괴모드가 다른 2-S35-B를 제외하고 강성, 

최대 강도 모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유효높이가 큰 경우는 

최대강도 도달 이후 하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취성적인 거

동을 보였다. 초기 균열 강도 대비 최대 강도비 역시 2-S35-B

를 제외하고 유효높이 증가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였다. 초

기 균열 강도는 유효높이가 445 mm인 경우에 비해 625 mm

인 경우가 크지만, 최대 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부 균열 양상 및 파괴 모드와 관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전단보강근

이 배근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인장 파괴를 수반하며 재료 

인장강도 뿐 아니라 전단 경간비, 유효높이, 휨철근비 등에 

그 거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전단

보강근이 배근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전단보강근의 

항복으로 최종 파괴를 정의할 수 있고 복부 사인장 균열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휨균열과 이어지며 넓은 범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는 특징을 가진다.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지 않

은 UHPFRC 전단 부재의 균열 양상 및 파괴 모드는 상기 두 

가지 경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균열 후 최대 하중

에 이르기 까지는 미세균열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면서 응력

재분배에 의해 선형적으로 하중증가가 이루어지지만 최종 

파괴가 국부 균열 집중에 의한 사인장 파괴로 정의된다. 즉 

일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보강근이 없는 경우와 같

이 재료인장강도, 전단 경간비, 휨철근비 뿐만 아니라 크기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HPFRC 부재

의 전단거동은 초기 균열 후 미세균열 분포 및 양상, 그리고 

국부 균열 집중에 이르는 파괴 모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2 균열 양상 및 파괴 모드

UHPFRC의 강섬유 보강효과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균열 발생 후 잔여강도 및 거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균열

은 매트릭스에 분포된 강섬유에 의해 그 폭이 제한되며 미세

한 균열이 넓은 면적에 걸쳐 크게 분포되면서 강도가 증가한

다. 균열 양상은 주균열의 위치 및 각도, 균열 분포의 범위, 

그리고 균열에 의한 복부손상구간과 관계있는 상부 플랜지

의 소성힌지 위치로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체는 미세균

열이 복부 넓은 구간에 걸쳐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각도가 

작아지다가 특정 균열폭이 커지면서 최대 강도에 도달한 후 

부재 변형이 커지면서 상부 플랜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면

서 최종 파괴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S35-B가 지점부까지 복부 변형이 확대되면서 지점

부 복부 인장변형에 의한 파괴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최대 

하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균열은 Fig. 6에 굵은 선으로 주균열 폭이 벌어질 때의 

하중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초기 균열 발생 위치 및 하중도 

나타나있다. 모든 실험체의 복부에서 국부 균열 집중현상이 

나타났는데, 균열 집중현상이 일어나는 균열을 주균열로 정

의하였다. Fig. 6의 세로 보조선은 의 간격으로 그려져 있

다. 보조선에 비추어 보면 복부 대각 균열 분포는 전단 경간

비가 2.5인 경우, 에서부터 인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

으며, 초기 균열과 주균열의 위치는 동일하지 않았다. 주균

열은 미세균열 구간 중 임의의 위치에서 발생하였으며, 상

부 플랜지의 소성힌지는 가력부로부터  떨어진 점에서 발

생하였다. 최대 하중도달 이후 주 균열 폭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주균열에 나란하게 발생한 압축스트럿이 일부 압괴하

면서 부재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한 균열분포 범위 및 미

세균열 수, 주균열각도는 전단 경간비가 3.5인 경우에 비해 

작았다.

전단 경간비가 3.5이고 유효높이가 445 mm인 경우는 주

균열의 폭이 최고 하중 도달 후 상부 플랜지의 소성힌지가 

크게 꺾이는 최종 파괴에 이르러서는 주균열 폭이 2 mm를 

넘을 정도로 커지면서 부재 전체에 큰 변형을 수반하였다. 

복부 대각 균열은 에서부터 인 구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주균열의 위치는 균열분포 구간 내 임의의 위치에

서 발생하였으나 그 각도가 전단 경간비가 2.5인 경우에 비

해 작게 나타났다. 미세균열에 의한 복부 손상 구간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주균열은 복부 손상 구간의 대각선 방향으로 

나타나 전단 경간비가 2.5인 경우보다 주균열 각도가 작아

지는 결과를 보였다. 상부 플랜지의 소성힌지는 지점부에서 

 떨어진 위치에 발생하였고, 1-S35와 2-S35에서는 소성힌

지에서의 파괴와 동시에 가력부 하단 복부에 수직방향으로 

압괴가 나타났다.

전단 경간비가 3.5이고 유효높이가 625 mm인 경우 중 

1-S35-B와 3-S35-B는 주 균열의 폭이 최고 하중 도달 후 상

부 플랜지의 소성힌지가 크게 꺾이는 최종 파괴에 이르러서

는 주 균열 폭이 10 mm를 넘을 정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거

나 1-S35-B와 같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주 균열이 발생하면서 

보 전체에 큰 변형을 수반하였다. 복부 대각 균열은 에서

부터 인 구간에 걸쳐 분포하였고, 상부 플랜지의 소성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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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점부에서  이내로 유효높이가 445 mm인 경우보

다 그 위치가 가력부에 가까웠다. 복부 손상구간은 가력부

에서 소성힌지 위치까지 평행 사변형의 형태로 관찰되었으

며, 최대 하중 도달 이후 대각 균열은 지점부까지 하부 플랜

지를 따라 손상구간이 점차 넓어지지만 아치형태로 그 높이

가 줄어들었다. 2-S35-B는 복부 손상구간이 가력부와 지점

부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으며 휨 균열과 사인장 균열이 연결

되면서 주균열로 진전되어 변형이 하부에 쏠리면서 최대 하

중에 도달하기 전부터 지점부 복부까지 균열이 크게 진전되

어 최대 하중 도달 시 가력부 근처 주 균열 외에도 지점부에 

수직 방향 변형이 확대되면서 최종 파괴가 동시에 일어났다.

3.3 복부 주인장 각도 및 응력재분배 구간

주응력 방향 은 LVDT로 계측한 평균변형률에 의한 주

변형 방향과 콘크리트 3축 게이지로 계측한 변형률에 의한 

주변형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모어 원에 의해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응력방향은 주변형 방향에 지연되어 나타난

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이를 무시하고 주변형 방향과 

주응력 방향은 같다고 가정, Fig. 7과 같이 -  관계로 나

타내었다. LVDT에 의한 결과와 콘크리트 게이지에 의한 결

과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미세균열은 그 폭

이 작으므로 주균열 발생 전의 경향을 콘크리트 게이지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의 주변형 방

향은 실험체의 좌, 우 중 최대하중을 결정하는 주균열이 발

생한 쪽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S25와 S35 실험체의 경

우 균열 발생 이후 주인장 각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S35-B 실험체는 균열 발생 이후에도 주인장 각

도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최대 하중에서의 각도는 S25 실

험체가 약 25°로 S35, S35-B 실험체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S35 실험체는 약 20°까지 감소하였다.

는 복부에 형성된 평행사변형 형태의 균일한 크기의 응

력장 혹은 손상구간의 대각선 각도로 볼 수 있다. 전단보강

근이 있는 경우, 유로코드14) 및 fib model code 201019)에서는 

복부에 형성된 압축 스트럿이 회전하면서 스트럿 변형 한계 

혹은 강도 한계에 의해 한계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단강

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UHPFRC에 적용시키

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균열발생 전 복부 주응력방

향은 45°로 일정하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강섬유에 

의한 인장경화거동에 의해 미세균열이 복부에 넓게 분포하

게 되는데, 이 때 주응력방향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미세균

열이 한계변형상태에서 대균열로 집중되면 복부 주응력방

향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부재 전체 변

형이 복부가 아닌 플랜지 등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라고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주균열에 의한 최대강도는 

한계변형상태로 정의되며, 대균열 발생에서 파괴에 이르는 

구간은 재료특성 및 부재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큰 영향을 받

게 된다. 

4.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 평가

4.1 UHPFRC 전단 강도 평가식

4.1.1 Recommenda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for 

UHPC, AFGC Setra

프랑스 토목학회(AFGC)는 압축강도 150 MPa 이상, 강섬

유 부피비 2% 이상인 UHPFRC에 대하여 식 (4-1)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12) 철근 스터럽과 강섬유로 보강된 UHPC 보의 

전단강도는 식 (4-2)의 콘크리트 단면이 지지하는 부분, 식 

(4-3)의 철근에 의해 저항하는 부분과 식 (4-4)의 강섬유에 

의해 저항하는 부분의 합으로 나타난다. 특히 식 (4-4)는 부

재의 사인장 균열부에서 균열에 수직방향으로 발휘되는 평

균인장강도 
에 의한 전단강도이다. UHPFRC 잔류 인장

응력 
은 식 (3)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주응력 방향 는 사

인장균열부의 주응력 방향이고, 30°보다 작을 수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스가 없는 부재의 경우 를 40°로 가

정했을 때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4,21)











  (4-1)

Fig. 7 Principal strain of test specimens depending on a/d ratio and effectiv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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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목학회(JSCE)23)에서도 UHPFRC 부재 설계에 대

한 지침이 있으며 실무에의 적용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침은 재료 안전계수 외에 부재 안전계수를 추가

로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이 AFGC 제안

식과 유사하다.

4.1.2 fib model code 2010 / DIN EN 1992-1-1

fib model code는 섬유보강 콘크리트(FRC)에 대해 재료의 

물리적 성질 및 부재 설계에 대해 본문에 별도의 단원을 할

애하여 다루고 있으며19) 제시된 내용들은 SFRC 적용에 가

장 적합하지만 UHPFRC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리적 성질은 

인장거동이 균열발생 후 연화거동을 보이는 재료와 미세균

열이 넓은 구간에 걸쳐 발생하면서 경화거동을 보이는 재료

의 두 가지로 나뉘며, 인장거동의 정의는 앞서 2.3절에서 언

급한 내용과 같다. FRC 부재설계는 전단보강근이 없는 경우 

식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통 압축강도를 가진 SFRC

에는 유효하나, UHPFRC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UHPFRC는 

식 (4-1)와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에 언급하고 

있다.




 



 







 (5)

식 (5)는 유로코드의 전단보강근이 없는 철근콘크리트부

재의 전단강도식과 유사하다. 크기효과 계수는 유로코드

와 동일하게  ≤의 제한값을 적용하고, 휨철

근비는 유로코드에서 상한값 0.02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별

도의 상한값을 두지 않았다. 여기에 별도로 강섬유 보강효

과로서 


를 고려하고 있다.

UHPFRC는 유로코드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압축강도를 

가지고 있고, 강섬유 역할에 의해 실제로는 전단보강근이 

없는 경우와 전단보강근이 있는 경우의 중간 단계 거동을 보

인다. 초기 균열 발생 후 미세균열이 분포되는 양상은 전단

철근이 보강된 경우와 유사하지만, 최종 파괴시에는 미세균

열이 분포된 손상구역 내에서 주균열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전단철근이 보강되지 않은 경우의 파괴와 유사한 형태를 가

진다. 따라서 UHPFRC 보의 전단 강도를 정의할 때 식 (5)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UHPFRC 보의 실험 데이터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고려해 볼 때, 경험식

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델링 기반의 유로

코드 기반의 fib model code 식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

성을 가진다.

4.1.3 Sato, et. al. (TU Delft)

네덜란드의 Delft 공대 연구진은 2004년부터 이루어진 일

련의 연구를 통해 압축강도 140 MPa, 강섬유 부피비 0~1.6 

%인 UHPFRC 보 전단 강도식을 제안하였다.24) 제안 모델은 

유로코드 중 전단보강근이 있는 보의 전단강도에 사용된 변

각 트러스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유로코드는 전단보강근이 

항복했을 때의 강도를 기반으로 트러스의 각도를 ≤cot≤

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식 (6)은 잔류 인장강도 를 기

반으로 트러스 각도를 ≤cot≤으로 확장하여 제한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단면에서의 유효 팔길이 를 단면 전체 

높이 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강섬유가 혼입된 UHPFRC가 

휨철근 아래 부분에서도 인장력에 저항함을 반영한 결과이

다.

  cot   (6)

상기 제안식 (4)~(6)은 전단보강근이 배근되지 않은 UHPFRC

의 전단 강도식이며, 주요변수는 압축강도가 아닌 UHPFRC 

잔류 인장강도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 중 식 (4-4)

와 (6)은 강섬유에 의한 전단 보강효과가 트러스 모델로 형

상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트러스 각도의 임계

값을 낮추어 강섬유 보강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트러스 각

도의 임계값 cot  은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 중 주변형각

도와 비교해보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2 UHPFRC 전단 강도 평가식과 실험결과 비교

4.1에서 제시된 UHPFRC 부재 전단 강도 설계식 3가지에 

대해 계산한 값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값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AFGC는 매트릭스 분담분 
와 강섬유 분담분 



의 합으로 나타나고 이는 실험결과 중 균열발생강도 와 

미세균열 발생 구간에 의한 강도 증대분 
과 비교할 

수 있다. 는 40°로 가정하였고, 전체적인 값은 실험값을 크

게 상회한다. 특히 Fig. 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단 경간

비와 유효높이에 대해 실험값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반하여 

평가식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편차가 큰 결과를 보였다.

fib model code는 주어진 식 (5)에서 강섬유 보강효과는 그

대로 적용하되, 크기효과 계수와 휨철근비는 수정된 값을 

적용하였다. 크기효과에서 유효높이에 대응되는 200이라는 

상수는 굵은 골재를 사용한 보통강도 콘크리트에서 응력분

산범위에 대응되는 값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UHPFRC

의 특성길이 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1000으로 대체하였

다. 휨철근비의 상한값은 로 재료 압축강도에 대한 인

장강도비로 제한하였다. 이는 UHPFRC의 휨거동이 재료인

장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휨균열이 인장단에 



62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9권제1호(2017) 

고르게 분포하여 철근인장력에 의한 강도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달리, UHPFRC는 철근과 

UHPFRC 부착강도가 매우 크고 휨거동 또한 국부균열에 의

한 강체거동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주균열에서 재료인장

강도의 저항이 전체 거동을 지배하는 특징을 가진다. 상기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FGC 평가식과 마찬가지로 실험값을 상회하고 그 정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변

수에 대한 편차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의 평

균에 대한 편차도 AFGC 평가식은 0.42, fib model code 평가

식은 0.27로 크게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Delft 연구진이 제안한 평가식 (6)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는 실험결과에서 얻은 최대하

중에 도달했을 때의 주변형 각도 를 사용하였으며, 잔류인

장강도 는 
를 적용하였다. 이는 부재 실험 결과값

을 적용하여 비교한 것으로 설계식과는 차이가 있어 Fig. 8

에 함께 비교하지 않았다. 단, 평가식에 대한 실험결과비의 

평균값이 1.10, 편차 0.21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 

식 (6)의 모델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기효과, 아치효과, 휨철근비 등 부재

의 기하학적 형상이 미치는 영향이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UHPFRC의 재료적 성질 및 

부재 형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에 대한 별도의 모델링이 필

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단보강근이 없는 UHPFRC 보에 대하여 

전단 경간비, 유효높이, 재료인장강도를 변수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UHPFRC 전단부재의 실험결과를 기존 

제안식과 비교하여 제안식이 부재거동을 효과적으로 반영

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1) 강섬유 보강효과의 반영을 위해 노치가 있는 휨실험과 

직접인장실험을 비교하여 UHPFRC 재료 인장강도를 정

의함에 있어 실험법 및 결과 분석법을 비교하였다. 휨실

험 결과를 fib model code에서 제시된 인장강도-CMOD 

선형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은 직접인장강도 

값과 차이는 있으나 부재 설계식에는 적용하는데 무리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 부재 실험 결과 복부 균열발생강도 대비 최대 전단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oretical and empirical test results (unit: kN)

Specimen

ID

Test results AFGC Fib MC 2010 Sato et al.

    
 

 
  

   

1-S25 141.0 274.1 415.1 41.4 215.0 256.4 1.62 244.2 1.70 389.9 1.06

1-S35 189.0 166.6 355.6 40.6 191.1 231.7 1.53 233.4 1.52 399.9 0.89

1-S35-B 209.3 138.3 347.6 58.1 302.0 360.1 0.97 306.3 1.13 450.0 0.77

2-S25 155.8 290.1 445.9 40.9 194.0 234.9 1.90 235.5 1.89 405.9 1.10

2-S35 180.5 191.3 371.8 40.9 194.0 234.9 1.58 235.5 1.58 386.4 0.96

2-S35-B 187.6 252.1 439.7 57.5 272.4 329.9 1.33 295.3 1.49 386.4 1.14

3-S25 113.5 314.2 427.7 41.8 132.9 174.6 2.45 211.8 2.02 291.9 1.47

3-S35 124.3 216.0 340.3 41.8 132.9 174.6 1.95 211.8 1.61 267.5 1.27

3-S35-B 150.2 204.4 354.5 58.7 186.6 245.3 1.45 265.7 1.33 291.9 1.21

average 1.64 1.59 1.10

  

(a) (b)

Fig. 8 Strength predictions for test results according to (a) shear span ratio and (b) effectiv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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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비는 대부분 2.0를 상회하며, 주변형각도 측정결

과도 복부 응력장이 응력재분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HPFRC 전단부재는 전단보

강근 없이 강섬유 보강만으로도 미세균열의 확장을 통해 

복부 응력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3) 모든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복부 사인장파괴로 동일하

였고, 이러한 파괴모드를 가지는 부재는 전단 경간비

와 유효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부재 설계 시 이

러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 평가식과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단 경간비와 

유효높이를 고려한 유로코드 기반의 식의 예측값이 편

차가 적었다.

4) 기존 강도식에서는 전단지간비와 크기효과에 대한 변

수는 한계상태에서의 주인장각도에 간접적으로 반영

되어 있으나, 주인장각도에 대한 실험적인 근거는 부

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장각도에 대한 실험자

료를 제시하였으며 모델링 기반 평가식에 대입하였을 

때 실험결과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였다. 보다 정밀

도가 높은 전단강도 예측을 위해서는 재료 한계변형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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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UHPFRC)는 높은 압축강도 뿐 아니라 강섬유 보강에 의한 뛰어난 응력분산효과로 

인해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며, 미세균열의 확장을 통해 균열 후에도 경화거동을 하여 구조부재가 안정적으로 외력에 저항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UHPFRC 재료 인장강도를 정의함에 있어 노치가 있는 휨실험과 직접인장실험을 비교하여 실험법 및 결과

분석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I-형 보의 전단부재실험은 복부의 면내전단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 경간비, 유효높이, 재료인

장강도를 변수로 계획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전단보강근이 없는 UHPFRC I형 보의 균열발생 이후 전단거동의 응력 재분배효

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균열 후 거동을 기존 전단 강도식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전단철근 보강이 없는 UHPFRC 

전단부재의 경우 파괴모드는 사인장 파괴로 동일하였고, 이러한 파괴모드를 가지는 부재는 전단 경간비와 유효높이에 크게 영향

을 받게 되어 부재 설계 시 이러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강섬유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UHPFRC), 재료인장강도, 응력 재분배, 파괴 모드, 전단 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