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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방재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가를 위한 PSC보의 휨실험
Flexural Tests for the Evaluation of Effective Tendon Area in PSC Beams with
A Corroded Tendon
윤석구*
Youn, Seok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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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imate flexural tests are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 area of corroded prestressed strands in prestressed concrete beams
with corroded strands. Corroded prestressed steel wires in prestressed concrete beams can be disconnected before ultimate load,
and thus, ultimate flexural strength can be less than the calculated flexural strength using the residual area of corroded strand.
Therefore, considering premature wire fractures of corroded strand, effective area rather than residual area is required for obtaining the conservative flexural strength of PSC beams with corroded stran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oss of strand
area on the flexural strength of prestressed concrete beams, nine test beams were fabricated with varied loss of strand area and
static load applied to obtain the ultimate flexural strength of the test beams. Based on the test results, a method for evaluating the
effective area of corroded strand is proposed.
Key words : Bridges, Prestressed concrete, Flexural strength, PS Strand, Corrosion, Acoustic emission

요

지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산정을 위해 PS강연선이 부식된 PSC보부재의 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식된 PS강선들은
PSC보부재가 극한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PS강선들이 쉽게 파단될 수 있기 때문에, PSC보부재의 휨강도는 부식된 PS강연선의
잔류단면적을 이용해 계산한 휨강도보다 작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안전한 휨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부식된 PS강연선
의 잔류단면적보다는 부식된 PS강선들의 조기 파단을 고려한 유효단면적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의 감소가 PSC보부재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이 다른 PSC보부재를 제
작한 후 파괴시까지 정적하중을 재하하여 실험체의 휨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산
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교량,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강도, PS강연선, 부식, 음향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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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athy 등, 1996; Fricker 등, 2006).
후긴장된 PSC교량의 급격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이하 PSC)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

는 유지관리시 덕트 내부 PS강연선들의 부식 상태를 파악해

는 PS강연선은 높은 인장응력을 받고 있어 부식에 의해 단

야 한다. 하지만 PS강연선은 덕트 내부에 존재하여 육안조사

면적이 감소되면 쉽게 파단되지만, 알카리 성분인 콘크리트가

만으로 부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PS강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설

연선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외부로 노출된

계되고 있다. 하지만 후긴장된 PSC교량의 경우 PS텐던을 긴

PS강연선에 대한 육안조사를 실시하는 파괴검사방법

장한 후 덕트 내부를 그라우팅하기 때문에, 덕트 내부가 그

(Destructive test)을 적용하고 있다. 후긴장된 PS강연선 육안

라우트로 충실히 채워지지 않아 공극이 발생하는 경우, 물과

조사를 위한 파괴방법 적용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

염소이온 등이 침투하여 PS강연선들이 부식되거나, PSC교량

는 범위에서 일부 구간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치

이 예고없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Halsall 등,

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먼저 25 mm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1996; The Concrete Society, 1996; Woodward 등, 1988;

뚫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육안조사를 먼저 실시한다(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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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내시경조사를 통해 PS강연선의 부식이 확인된 부위에
대해 육안조사를 위한 파괴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안전성 평
가에 필요한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을 산정한다.
PS강연선이 부식된 PSC보는 극한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부
식된 PS강선들의 조기 파단에 의해 휨강도가 급격히 감소된
다(Youn 등, 2007; Park 등 2008). 실무에 주로 적용되는
7연선 PS강연선이 부식되는 경우, PS강선들의 단면적 감소량
은 다르기 때문에, PSC보의 휨강도 평가시 PS강연선의 단면
적은 부식에 의한 단면적 감소뿐만 아니라 조기 파단에 의한

Fig. 1. Details of 4m PSC beams (Unit : mm)

단면적 감소를 동시에 고려한 유효단면적을 적용할 필요가
Table 2. Material properties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에 대
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AASHTO,

Materials

Materials properties

2003)과 캐나다(NSC, 2000)의 경우에는 PSC보부재의 휨강도

Concrete

28 days compressive strength fck = 24 MPa

평가시 부식된 PS강연선의 단면적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Reinforcing bars

D16, Yield strength fy = 500MPa

PS strand

SWPC 7B, Diameter = 12.7 mm
Tensile strength; Pu = 187 kN,
Yield strength; Py = 159 kN

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을 평가하기
위해 부식된 PS강연선이 포함된 PSC보부재의 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변수인 긴장력과 PS강연선의 부식이 PSC보
부재의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9개의

않은 PS강연선의 단면적 변화를 선택하였다. 실험 연구에 사

PSC 실험부재를 제작하였으며, 파괴시까지 정적하중을 재하

용된 총 9개 PSC보 실험체의 실험부재명과 실험변수를

하면서 실험부재 중앙부의 처짐,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사용된 재료의 특성치는 Table 2에

그리고 균열폭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식된 PS강선의 조기

나타내었다.

파단을 감지하기 위해 음향방출 감지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

Table 1에 나타낸 실험부재에 도입된 초기 프리스트레스의

하중 재하실험을 통해 얻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PS강연선이

크기는 PS강연선을 긴장전 PS강선들에 부착한 변형률게이지

부식된 PSC보부재의 휨강도 평가시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

의 변화량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실험부재의 길이가 4 m로

단면적 평가방법을 고찰하였다.

매우 짧고 PS강연선의 정착장치가 쐐기식이기 때문에 정착
슬립에 의한 긴장력 손실량이 컸다.

2. 휨강도 실험

실험부재중에서 PS강연선을 부식시킨 실험부재의 부식 전
경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체 PC3, PC4 및 PC5의 경

2.1 실험 부재 설계 및 제작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의 변화가 PSC보의 휨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길이가 4 m인 PSC 실험부재 9개

선을 노출시킨 후 PVC관에 부식용액을 채운 부식촉진장치를

를 설계하였다. Fig. 1에 길이가 4 m인 PSC보 실험부재의

부에 설치한 스테인레스 강봉을 통해 노출된 PS강연선 부식

우 실험체 중앙부에서 지름 25 mm 드릴을 이용하여 PS강연
이용하여 PS강연선을 부식시켰다(Fig. 2(a) 참조). PVC관 내

단면 상세와 철근과 PS강연선의 배치위치를 나타내었다. 이

부위에 9볼트의 전위차를 발생시켜 PS강연선을 전식시켰다.

연구에서는 PS강연선 한가닥만을 적용하였다.

또한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 변화를 주기 위하여 PC3 실

실험변수로는 긴장된 PS강연선의 단면적 감소와 긴장되지

험체는 일주일간, PC4 실험체는 이주일간, 그리고 PC5 실험

Table 1. Test beams and test parameters
Test beams

Test
parameters

PC1
PC2
PC3
PC4

Loss of prestressed
strand area

PC5
PC6
PC7
PC8
RC1

Loss of non-prestressed
strand area

Initial prestress
(Jacking force 150 kN = 100%)
(%)

Loss of PS strand area
(%)

Remarks

7

0

-

54

0

-

68

25*

1 week corroded

62

43*

2 weeks corroded

46

60*

3 weeks corroded

-

25

1 week corroded

-

43

2 weeks corroded

-

60

3 weeks corroded

-

100

-

*: Losses of strand area of prestressed test beams are assumed as the same as those of non-prestressed test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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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ew of tests beams under corroding

Fig. 3. Close view of the corrosion site of PC3

Fig. 4. Close view of the corrosion site of PC4

체는 삼주일간 부식시켰으며, 각 실험체의 부식실험 전과 부

PC4 그리고 PC5와 같은 부식 면적을 모사하기 위해 길이

식실험 후 사진을 Fig. 3, Fig. 4, 그리고 Fig. 5에 나타내

25 mm, 폭 10 mm인 노출면적을 제외한 PS강연선은 석고를

었다. Fig. 4와 Fig. 5에서 실험체 PC4와 PC5에서 파단된

부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체 PC6는 일

두 개의 PS강선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S강연선을 감

주일간, PC7은 이주일간, PC8은 삼주일간 부식시켰으며, 부

싸고 있는 그라우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조사만으

식실험 종료 후 각 PS강연선의 부식 상태를 Fig. 6에 나타

로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을 평가하는 것은 지난 실험연구

내었다. 부식 실험 후 PS강연선의 단면적 손실은 PC6의 경

(Youn 등, 2007)과 유사하게 매우 어려웠다.

우 25%, PC7은 43%, 그리고 PC8의 경우 약 60% 정도로

실험부재 PC6, PC7 및 PC8의 경우에는 PS강연선을 먼저

평가되었다. 부식 단면적 산정은 육안조사를 통해 각 강선의

부식시켰는데 Fig. 2(b)에서 PS강연선의 부식실험 전경을 확

잔류 단면적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인할 수 있다. 이 PS강연선들을 부식시킬 때 실험체 PC3,

실험체 PC3, PC4, 그리고 PC5의 PS강연선의 단면적 감소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가를 위한 PSC보의 휨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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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ose view of the corrosion site of PC5

Fig. 7. Static loading method for test beams

2.2.2 측정 항목 및 방법
실험부재의 파괴시까지 실험체 중앙부 거동 변화를 측정하
였다. 먼저 재하하중의 크기는 하중재하장치에 부착된 하중계
와 실험부재에 설치한 로드셀을 이용하였다. 콘크리트 단면
상·하부의 콘크리트 변형률과 부재 내부의 인장철근과 압축
철근의 변형률 변화를 측정하였다. 처짐량 측정을 위해 2개
의 LVDT를 중앙부에 설치하였다. 균열폭 측정은 실험부재
하면에 부착한 균열게이지를 이용하였으며, 균열 진전 상황은
육안관찰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PS강선 파단시 방출되는
음파는 실험부재 중앙부에서 1.4 m 떨어진 두 곳에 음향센서
를 부착하여 파괴시까지 연속으로 감지하였다(Youn 등,
2006).

3. 실험 결과 분석
Fig. 6. View of the corroded PS tendons

량은 부식 촉진 기간이 같은 다른 실험부재들의 PS강연선
단면적 감소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Table 1 참조).

3.1 극한 휨거동
먼저 긴장된 PS강연선이 부식된 실험체의 하중-처짐 곡선
을 Fig. 8에 나타내었다. PC3와 PC4 실험체는 부식된 PS강
선들이 파단되면서 급격히 취성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체 PC5의 경우 연성거동을 하는 하중-처짐 곡

2.2 실험 방법
2.2.1 정적하중 재하방법

선을 보이지만, PC강연선의 단면적 감소가 크고 PS강선들의

정적하중은 길이가 4 m인 PSC 실험부재를 Fig. 7과 같이

는 RC1 실험체의 처짐 거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PC3

조기 파단으로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PS강연선이 없

경간장이 3 m가 되도록 양단을 단순지지시킨 후 중앙부 두

와 PC4 실험체의 경우 재하하중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점을 통해 재하하였다. 하중재하는 1,000 kN 용량의 하중

지점들은 부식된 PS강선들이 조기 파단되는 시점과 일치함을

재하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처짐조절방식으로 하중을 가력하였

음향탐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또한, 정적하중 재하는 균열하중보다 큰 30 kN 수준과

Fig. 9에는 긴장되지 않고 PS강연선이 부식된 실험체들의

예상 파괴하중의 70% 수준에서 각각 1회 반복하중을 재하한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실험체 PC1과

후 파괴시까지 단조 증가시켰다.

PC2의 처짐도 함께 나타내었다. 긴장되지 않은 PS강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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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PC8의 경우 연성거동처럼 보이지만 취성파괴인 이유는
초기 PS강선 파단시 재하하중의 크기가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파괴시 모든 실험부재의 콘크리트 상면 압축변형률은 설계시
가정치인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 0.003 mm/mm을 초과하였
다.
각 실험부재의 균열하중의 크기는 실험전 예상과 유사하게
프리스트레스 도입량이 작을수록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참조). 초기 균열 발생 이후 재하 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균열 발생수가 증가되고 균열폭이 커지는 양상은
일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균열거동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지
Fig. 8. Loads and deflection curves of PC2, PC3, PC4, and
PC5

만, 부식에 의해 PS강연선의 단면적이 많이 감소된 실험체들
은 부식 부위의 균열폭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계측결과뿐만
아니라 육안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긴장력이
도입되고 PS강연선이 부식된 실험체들은 균열폭이 1 mm 부
근에 도달했을 때 균열폭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긴장력이 도입되지 않고 PS강연선이 부식
된 실험체들의 경우에는 균열폭이 약 0.5 mm를 초과한 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부식된 PS강연선의 파단
정적하중 재하실험이 끝난 후 실험부재를 해체하여 부식
부위 PS강연선들을 분리한 후 PS강연선들의 최종 부식 상태
와 조기 파단된 PS강선들의 파단 단면을 확인하였다. 긴장된
Fig. 9. Loads and deflection curves of RC1, PC1, PC2, PC6,
PC7, and PC8

PS강연선을 부식시킨 실험체 PC3, PC4, PC5의 최종 파단
상태들은 각각 Fig. 10, Fig. 11, 및 Fig. 12에 나타내었으
며, 긴장시키지 않고 PS강연선만 부식시킨 실험체 PC6,

부식된 실험부재의 처짐은 PC1의 처짐과 유사한 거동을 보

PC7 및 PC8의 PS강연선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실험부재

였지만,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이 큰 PC7과 PC8 실험체의

에서 분리된 PS강연선들에 대한 육안조사를 통해 조기 파단

경우 충분한 연성 거동을 보이기 전에 취성파괴되었다. 실험

된 PS강선들의 파단면과 네킹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Close view of disconnected strand of PC3

Fig. 11. Close view of disconnected strand of PC4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가를 위한 PSC보의 휨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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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lose view of disconnected strand of PC5

Fig. 13. View of corroded site of strand used for PC6, PC7, and PC8

또한, 휨파괴 실험시 부식된 PS강선의 파단시 방출되는 음파
의 에너지는 부식에 의해서 PS강선이 파단될 때 에너지보다

3.3 극한 휨강도
Table 3에 실험부재들의 휨강도 측정치와 변형률적합해석을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Youn 등, 2005). 그 이

통해 얻은 해석치를 함께 수록하였다. Fig. 14에는 각 실험

유는 외력에 의해 파단되는 부식된 PS강선의 잔류단면적이

체의 휨강도 실험치를 해석치로 나눈 수치인 Table 3의 ②/

부식만에 의해 파단되는 PS강선의 잔류단면적보다 크고 파단

①과 각 실험체의 휨강도 Mu와 PC2 실험체의 휨강도 MPC2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파단 단면적이 클수록 커지는

와의 비인 Table 3의 ②/MPC2를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체

특성 때문에 판단된다.

RC1, PC1 및 PC2의 경우와 달리 긴장된 PS강연선을 부식
Table 3. Summary of cracking loads and flexural strength of test beams
Flexural strength
(kN·m)

Test
beams

Loss of PS
strand area
(%)

Cracking loads
(kN)

PC1

0

11.6

PC2

0

22.1

60.27

72.76

PC3

25

22.4

61.83

61.97

PC4

43

16.6

56.12

51.41

0.92

0.71

brittle

PC5

60

16.3

51.1

46.13

0.88

0.63

brittle

PC6

25

10.2

57.54

57.38

1.00

0.79

ductile

PC7

43

10.9

54.95

56.23

1.02

0.77

brittle

PC8

60

10.2

52.34

51.41

0.98

0.71

brittle

RC1

100

10.5

45.59

47.28

1.04

0.65

ductile

Analysis ①
54.47

Test, Mu ②
61.05

②/①

②/MPc2*

Failure modes

1.12

0.84

ductile

1.21

1.0

ductile

1.05

0.85

brittle

* : = 72.76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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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atios of the test results to the predicting flexural
strength or the test result of PC2

시킨 실험체들은 PC3만 실험치가 해석치보다 5% 정도 크고
나머지 다른 두 개의 실험체 PC4와 PC5의 실험치는 해석치
보다 작았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긴장시키지 않은 PS강연선

Fig. 15. Relationship between the loss of PS strand area and
the reduction of flexural strength of PSC beams

을 부식시킨 실험체 PC6, PC7 및 PC8의 휨강도와 해석치
의 비가 1.0 수준이라는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해석치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5 참조).

가 아닌 PC2의 극한 휨강도 MPC2를 기준으로 각 실험체의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PSC보부재의 휨강도를 식

휨강도 Mu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실험체 PC3, PC4, PC5의

1을 이용하여 구하는 경우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경우 PS강연선의 부식 단면적이 증가되면서 휨강도가 급격히

AEP를 식 2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부식된

감소하다가 RC1의 휨강도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S강연선의 잔류단면적 ARP를 적용하는 것보다 안전측이라
판단된다.

3.4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가
부식된 PS강연선의 단면적 감소에 따른 PSC 보부재의 휨
강도 감소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에서 철근이 휨강도
에 미치는 부분 MRC1을 제외한 휨강도의 변화량을 Table 4
의 ①과 ②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①은 긴장된 PS강연
선의 부식단면적 변화에 따른 휨강도 변화를 나타내며, ②는

a
a
Mn = AEPfps ⎛ dp – ---⎞ + ARS fy ⎛ds – ---⎞
⎝
⎝
2⎠
2⎠

(1)

ARP ≤ 0.4AP ; AEP = 0

(2)

0.4Ap < ARP ≤ Ap ; AEP = 1.67(ARP − 0.4Ap)

(3)

긴장되지 않은 PS강연선의 부식단면적 변화에 따른 휨강도

여기서, AEP는 부식된 PS강재의 유효단면적, ARP는 부식된

변화를 나타낸다. 긴장되지 않은 PS강연선이 부식된 실험체

PS강재의 잔류단면적 그리고 ARS 인장철근의 잔류단면적을

의 경우 부식단면적 감소량 만큼 휨강도가 감소되는 반면,

나타낸다.

긴장된 PS강연선이 부식된 경우에는 부식 단면적 감소량보다
큰 수치로 휨강도가 감소되며, 또한 PS강연선의 감소된 단면

4. 결

론

적이 60% 정도 되면 휨강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작다는
이 연구에서는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을 평가하기
Table 4. Effects of the loss of PS strand on the reduction of
flexural strength of PSC beams removing the effect of
reinforcing bars on flexural strength
Loss of PS
Test
strand area
beams
(%)

Prestressed beams Non-prestressed beams

위해 부식된 PS강연선이 포함된 PSC보부재의 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길이가 4 m인 총 9개의 PSC 실험부재를 이용한
휨강도 실험결과를 토대로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
가방법을 고찰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다음과

Mu – MRC1
-------------------------------× 100
MPC2 – MRC1

Mu – MRC1
-------------------------------× 100
MPC1 – MRC1

0

①
-

②
100

PC2

0

100

-

PC3

25

57

-

PC4

43

17

-

2) 긴장되지 않은 PS강연선을 부식시킨 PSC보부재들은 PS

PC5

60

-6

-

강연선의 부식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거동에서 취성

PC6

25

-

74

적인 거동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부식된 PS강연

PC7

43

-

63

선의 단면적이 25% 및 45% 수준인 실험체의 경우 최

PC8

60

-

32

종 파괴시 PS강연선이 파단되지 않았지만, 부식된 PS강

PC1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 평가를 위한 PSC보의 휨실험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1) 긴장된 PS강연선을 부식시킨 PSC보부재는 충분한 연성
거동을 보이기 전에 부식된 PS강선들이 조기 파단되는
현상에 의해 취성파괴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최종 파괴
시 부식된 PS강선들은 모두 파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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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의 단면적이 60% 수준인 실험체의 경우 PS강연선
전체가 파단되는 현상을 보였다.
3) 긴장된 PS강연선을 부식시킨 PSC보부재의 휨강도는 부
식된 PS강선들의 조기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PS강연
선의 단면감소가 클수록 PS강연선의 잔류단면적을 이용
한 해석치보다 많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부식된 PS강선의 조기 파단을 고려한 유효단면적을 이용
해 휨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4) 부식된 PS강연선의 유효단면적은 잔류단면적에서 강연
선 단면적의 40%를 뺀 수치에 1.67을 곱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잔류단면적이 PS강연선 단면적의 40% 이하
인 경우에는 PSC보의 휨강도 평가시 잔류단면적의 영향
은 무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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