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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st PSC-Segmental I형 거더의 휨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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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by using experiment to minimize behavior difference of Monolithic and segmental Girder and to

prove the design concept of the PSI (Precast PSC-Segmental I Grider). A full scale girder test was performed in four different

cases, the monolithic girder, the segmental girder type-1, the segmental girder type-2 and the segmental girder type-3. The

monolithic girder that was produced in one body 25 m span and the segmental girder that was jointed 5-sliced 5 m segment.

The girder was built by as one body prestressing the tendons after manufacturing the segmental girder, and second prestressing

after the casting of the slab concrete. The test result shows that the measured values were almost same or slightly bigger than

the theoretical values which means that the PSI girder bridges concept came out to be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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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일체형과 분절형 거더의 거동차이 최소화 및 PSI(Precast PSC-Segmental I Grider)거더의 역학적 거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실물 크기의 거더를 일체형(CG)실험체 1본,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 3본을 제작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체형(CG)실험체는 단 경간으로 25 m의 길이로 제작하였고, 분절형 실험체는 각 세그멘트를 5 m

길이로 제작하고 1차 긴장력을 도입하여 하나의 거더로 일체화 시킨 후, 슬래브를 타설한 다음 2차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

법으로 제작하였다. 실험결과 모멘트는 실험값과 이론값의 오차가 매우 작거나 실험값이 이론값에 비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PSI거더의 이론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PSI거더, 실물교량, 일체형, 분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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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SC교에서 세그멘탈 공법의 생성, 발전 그리고 보급은 과

거 토목공학분야에서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업적중 하나이

다. 이 공법은 1950년대에 독일에서 개발된 현장타설 프리

스트레스 세그멘탈 공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교량의 장지간

화와 분절화에 관한 많은 연구(Clifford, 1999)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미 및 서방선진국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과 함께

PSC-I형 거더의 장지간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단면

치수를 변화시켜 단면성능을 증대시킨 Bulb-Tee 거더에 대

한 연구(Jessie, 1996; Alexander등, 1997)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리고, 거더의 장지간화에 따른 교량의 상부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거더를 운반 가

능한 길이로 프리캐스트 제작하여 현장에서 후긴장에 의하

여 시공하는 방법을 제안(Abdel등, 1992)하였고, 실 교량으

로 가설되어진 예(William, 1992)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용중인 PSC I형 거더는 전국적으로

2,248개소에 해당한다(건교부, 2005). PSC I형 거더는 시공

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른 상부구조 형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은 구조형식이므로 매년 신설되는 교량의 개 소수

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SC I형

거더의 장지간화 및 분절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PSC I형 단

면 대신에 새로운 형식의 Bulb-Tee 단면을 사용하고 접합시

공기법(Spliced Method)을 이용하여 장지간화에 관한 연구(심

종성, 1999) 및 다단계 긴장을 통한 기존 PSC I형 거더의

장지간화에 대한 연구(한만엽, 1999)가 있었고, 상용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일체형 거더에 대하여 분절화에 따른 분절 수,

분절 길이 및 분절부 응력에 대하여 검토한 논문(김현호,

2002) 및 일체형 실험체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제작하고

긴장력을 나누어 도입하는 분절화에 관한 연구(김광수,

2005)가 이미 수행된 바 있다.

기존의 세그먼트 교량공법들은 교량의 구조부재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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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이나 경간의 일부만을 프리캐스트 부재로 사용하고 있

으며(Takashi 등, 1998), 교량의 상부구조 전체를 조립화하

는 공법은 특히, 중경간(20~40 m)이상의 교량에서는 운반 및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시공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

은 실정이다. 또한, 일부분이 현장 제작됨으로써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하고

PSC I형 거더의 장지간화 및 분절화를 위하여 Bulb-Tee 형

식의 거더를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로 제작하여 시공단계별 긴

장을 통해 거더 전체를 조립화 할 수 있는 PSC Segmental

I형(이하 PSI거더) 거더 이론 및 일체형거더와 분절형거더의

구조적 거동차이 최소화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PSC

I형 거더를 25 m로 하여 총 4본을 제작하였다. 1차 긴장 이

후 바닥판을 일체로 타설하였으며, 시공 단계별 요구되는 긴

장력을 나누어 도입하였다. 이후, 정적 하중 재하실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결과로서 실험체의 파괴형태, 균열모멘트, 항

복모멘트 및 극한모멘트를 파악하여 일체형거더와 분절형거

더의 구조적 거동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 긴장력을 도

입한 보강된 분절형실험체를 제작하여 휨 실험을 실시함으

로써 일체형 거더와 구조적 거동의 차이를 파악한 후 PSI거

더에 대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평가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개요

본 실험은 일체형거더와 분절형거더의 구조적 거동차이 및

PSI거더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실물 크기의 실

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체는 표 1에서

나타낸 것처럼 분절화 및 2차 긴장량에 따라 일체형(CG)실

험체,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로 이루어져 있다.

일체형(CG)실험체는 단순보로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바닥판

폭을 2200 mm로 하여 하나의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하였

고, 분절형(SGT1)실험체는 일체형(CG)실험체와 동일 단면과

긴장력을 가지지만 실험체를 5개의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로

분할 제작 하였다. 분절형(SGT2, SGT3)실험체는 분절형

(SGT1)실험체와 동일 조건이지만 2차 긴장재의 긴장력을 각

각 67%, 133% 증가시켜 제작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일체형

(CG)실험체와 분절형(SGT1)실험체는 분절이라는 실험 변수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설계방법과 긴장력 그리고 단면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 조건하에서 일체형거더와 분절형거

더와의 구조적 거동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차 긴장재의 긴장력을 증가시킨 분절형(SGT2,

SGT3)실험체는 일체형(CG)실험체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분

절형거더가 일체형거더와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기 위한 추

가 긴장력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2.2 실험재료 

본 실험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거더의 경우 40 MPa이고, 바닥판의 경우 30 MPa로 배합된

레미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체에 배근된 전단철근, 전단

키철근, 주철근 및 브라켓철근은 설계항복응력이 392 MPa인

SD40철근을 사용하였으며, D13~D26 사용하여 철근을 배근

하였다. 각 세그먼트의 접합시 분절부의 저항능력을 높이고

수분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7일 인장강도가 18 MPa인 에

폭시를 사용하였다, 강연선은 SWPC 7B인 직경 15.2 mm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에폭시와 강연선의 물성치를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다.

2.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체의 설계는 총 지간이 25,000

mm이고 설계 차선은 4차선으로 하여 DB-18의 내하력을 가

질 수 있도록 도로교설계기준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단계별 로 2차례에 걸쳐 긴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 실험체의 분절 일체화와 자중에 의한 휨응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1차 긴장을 도입하였고, 바닥판과 실험하중에 저

항하도록 2차 긴장을 도입하였다. 추가 긴장은 시공상 거더

단부에서 긴장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긴장용 브라

켓을 거더 단부 상단 측면부에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시공단

계별 긴장 및 분절부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휨, 전단 및 정착부에 대하여 재료의 허용응력 범위

를 만족하도록 상세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분절형거더에 대

해서도 일체형거더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절형실험

체는 일체로 설계된 실험체를 5,000 mm 길이의 세그먼트로

표 1. 실험변수

구분 실험체 길이(mm) 거더 제작방법
긴장재 수(개)

총 긴장량(kN) 상부 슬래브
1차 2차

CG 25,000 일체 18 6 3834 ○

SGT1 5@5,000 = 25,000 Segment 18 6 3834 ○

SGT2 5@5,000 = 25,000 Segment 18 10 4474 ○

SGT3 5@5,000 = 25,000 Segment 18 14 5113 ○

표 2. 에폭시 물성치

구 분
강도

(MPa) 실험 기준 비 고

압축강도(3일) 77 ASTM-C-190

배합비(주제:경화제)
= 100 : 24

경화시간 : 24hr 

압축강도(7일) 80 ASTM-C-190

인장강도(3일) 14 ASTM-C-190

인장강도(7일) 18 ASTM-C-190

표 3. 강연선 물성치

종류
지름
(mm)

단면적
(mm2)

극한강도
(MPa)

연신율
(%)

SWPC 7B 15.2 mm 138.7 1863.2 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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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제작하였고, 각 세그먼트의 접합은 분절부에 에

폭시를 도포 후 1차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를 시켰다. 또한

분절 접합부에는 전단 저항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단키를

설치하였다. 전단키 부분은 응력의 불연속면이므로 상세 해

석 및 설계를 하여 D19철근을 배근하였고 분절부에서 발생

하는 전단력은 전단키가 전적으로 저항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체 단면은 Bulb-Tee 거더 단면을

사용하였다, 이 단면은 구조적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

(Jessie, 1996; Alexander등, 1997)가 진행되었고, 상하부 플

랜지의 정형화를 시키는 추세이다. 플랜지의 크기 및 복부

폭등의 치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있

는 IPC거더와 대우 Bulb-Tee 단면을(한만엽, 1999; 심종성,

1999) 참조하여 각 세그먼트를 제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공성과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실

험체 단면은 25,000 mm(길이)×1,200 mm(높이)×700 mm(하

부플랜지폭)의 I형 거더와 25,000 mm(길이)×200 mm(높이)

×2,200 mm(폭)의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실험체

단면은 그림 1과 그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2.4 전단키의 형상

세그멘탈 교량에서 전단키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단키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로설계 편람(건교부,

2001) 보면 사다리꼴 전단키의 권장값을 그림 3에서 나타낸

값으로 권장하고 있다. 전단키의 돌출비 및 경사각(θ)에 대

한 연구결과 저면과 돌출 높이의 비가 1/2인 경우가 가장

큰 전단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사각이 60o일 때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병환, 1996).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사다리꼴 전단키의 돌출비를 1/2로, 경사각은

60o로 정하였다.

2.5 긴장재의 배치

1차 긴장재는 거더 단부에 설치한 긴장홀에 2개의 쉬스관

을 매입하여 각 쉬스관 마다 9개의 강연선을 사용하였다. 2

차 긴장재 및 추가 긴장재를 배치하기 위하여 거더 상단 좌

우 측면부에 설치한 브라켓에 쉬스관을 매입하였으며, 일체

형(CG)실험체와 분절형(SGT1)실험체의 경우는 좌·우 브라

켓에 매입한 각 쉬스관당 3개의 강연선이, 분절형(SGT2)실

험체의 경우 각 쉬스관당 5개의 강연선이, 분절형(SGT3)실

험체 경우에는 7개의 강연선을 각각 배치하였다. 긴장재의

배치는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차 긴장재는 거의

그림 1. 실험체 단면(단위 : mm) 

그림 2. 각 지점 단면(단위 : mm) 

그림 3. 사다리꼴 전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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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에 가깝게 배치를 하고 거더의 중심축상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였고, 2차 긴장재는 양쪽 브라켓에서 출발하여 지간

중앙을 중심으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긴장재 배치는 표 4

에 나타내었다. 모든 긴장재의 배치에 앞서 ϕ75 mm의 외경

을 가진 쉬스관을 거더 제작시 매설하였으며, 긴장력 도입

이후 쉬스관내에 모르타르를 타설하였다.

2.6 하중재하 및 측정방법

재하실험은 그림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단 경간 단순지

지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중앙과 중앙에서 양쪽

으로 5,000 mm씩 간격을 두고 각 지점에 1,000 kN용량의

유압실린더를 3개 사용하여 3점 재하방식에 의하여 하중제

어 방식으로 하중재하를 수행하였다. 재하실험 시 슬래브 이

외의 추가 사하중은 재하하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정확한 거동을 측정하고 해석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거더 각 단면의 응력 및 변형률과 처짐 등

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획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실험체의 처짐과 분절부의 벌어지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거더 지간의 1.5L/5, 2L/5L, L/2 지점에 LVDT를 설

치하였고, 분절형실험체의 경우 하중재하 시 분절부의 이격

거리를 측정하고자 분절부에 LVDT를 설치하였다. 

철근이 받는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종방향 철근, 전단철

근, 전단키 철근 및 바닥판 종 방향 철근 등에 철근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콘크리트 단면의 변형의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지간중앙부와 전단키 부분에 콘크리트 변형

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또한, 강연선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

착하여 강연선에 실제로 도입된 긴장력을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실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하중재하 시 공시체의

강도 측정결과는 표 5와 같고, 강연선에 부착한 철근 게이

지의 변형률 변화 데이터를 통해 긴장재에 도입된 긴장력을

다음 표 6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긴장재 긴장으로 인한

손실은 1차보다 2차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1차 긴장재의

경우 유효율이 90%, 2차 긴장재의 경우 76%였다. 

3.1 균열 및 파괴양상

일체형(CG)실험체는 전형적인 휨파괴를 나타내었으며, 균

열 형태는 휨균열로 초기 균열은 2,488 kNㆍm에서 실험체

표 4. 긴장재 배치

긴장단계 번호
정착부(mm) 중앙부(mm)

하연거리 상연거리 하연거리 상연거리

1차
1 844 356 100 1100

2 464 736 100 1100

2차
3 840 360 220 980

4 840 360 100 1100

그림 4. 실험 장치도 

표 5. 압축강도 시험결과

콘크리트 공시체 평균 강도 거더 (MPa) 바닥판 (MPa)

CG
압축강도 40.1 30.9

휨강도 5.2 4.3

SGT1
압축강도 40.5 30.1

휨강도 5.1 4.3

SGT2
압축강도 40.2 30.5

휨강도 5.3 4.2

SGT3
압축강도 40.8 31.1

휨강도 5.2 4.3

표 6. 긴장재의 긴장량

실험체 긴장재 
도입 긴장량
Pj (kN)

계측 긴장량
Pm 

(kN)
Pm/Pj

CG
1차 2,875.4 2,649.7 0.92

2차 958.4 754.5 0.79

SGT1
1차 2,875.4 2,687.4 0.93

2차 958.4 715.89 0.75

SGT2
1차 2,875.4 2,476.4 0.86

2차 1,598.9 1,222.83 0.76

SGT3
1차 2,875.4 2,556.6 0.89

2차 2,237.2 1,631.2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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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하단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하중이 점차 증가 할 수록

균열길이가 길어지고 휨균열의 수와 폭이 증가하는 일반적

인 현상을 나타내었다. 하중재하는 6,847 kNㆍm에서 중지하

였다. 분절형(SGT1)실험체의 경우 2,475 kNㆍm을 전후해서

분절부 이격거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초기 균열

은 일체형(CG)실험체 보다 작은 하중인 2,337 kNㆍm에서

실험체 중앙 하단에서 다수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분절부라

는 응력의 불연속면이 존재함으로 실험체의 전체적인 강성

이 저하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중이 증가 할

수록 균열의 형태는 일체형과 비슷하였지만 휨균열의 수와

폭이 증가하였고 실험체 상부 플랜지까지 균열이 이어졌다.

8,433 kNㆍm에서 과도한 처짐으로 인하여 실험의 안전을 고

려하여 하중재하를 중지하였다. 분절형(SGT2, SGT3)실험체

는 추가 긴장력으로 인하여 균열하중이 각각 2,956 kNㆍm,

4,276 kNㆍm로 증가하였다. 초기 균열은 실험체 중앙 하단

부에서 다수가 발생하였고, 하중이 증가할수록 균열은 휨 균

그림 5. 각 실험체의 균열도

그림 6. 하중-처짐 곡선

 표 7. 각 실험체별 하중 비교 

실험체

하중 비교(kNㆍm)

MDB-18 Mcr My Mmax

이론(A) 실험(G) G/A(%) 이론(A) 실험(G) G/A(%) 이론(A) 실험(G) G/A(%) 이론(A) 실험(G) G/A(%)

CG 1581 1581 100 2260 2488 10.0 4867 5096 4.7 - 6847 -

SGT1 1581 1581 100 2260 2337 3.4 4867 5014 3.0 - 8433 -

SGT2 1581 1581 100 2750 2956 7.5 5930 5949 0.3 - 8758 -

SGT3 1581 1581 100 3226 4276 32.6 7062 7333 3.8 - 9272 -

표 8. 각 실험체별 처짐 비교 

실험체

처짐 비교(mm)

MDB-18 Mcr My Mmax Mmax

이론(A) 실험(E) 실험(G) E/A(%) 이론(A) 실험(E) 실험(G) E/A(%) 이론(A) 실험(E) 실험(G) E/A(%) 실험(G)

CG 15.5 11.2 11.2 -27.7 23.6 18.3 21.5 -22.5 116.1 99.1 102.3 -14.6 196

SGT1 15.5 11.7 11.7 -24.5 23.6 18.4 19.0 -22.0 116.1 106.1 111.1 -8.6 280.2

SGT2 15.4 9.7 9.7 -37.0 28.4 20.7 22.9 -27.1 134.9 126.0 126.5 -6.6 264.4

SGT3 15.2 8.0 8.0 -47.4 32.9 21.9 34.4 -33.4 153.5 132.8 141.2 -13.5 252.5



− 426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열의 수와 균열 폭이 증가했지만, 일체형(CG)실험체 보다

균열의 수나 균열의 깊이에 대한 진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분절형 실험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전단키의 균열현상은 일체형과 거의 동일하고, 전단키로 인

하여 발생한 문제는 발견 되지 않았다. 그림 5에 각 실험체

의 균열도를 나타내었다. 

3.1 하중-처짐 관계

일체형(CG)실험체와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비교한 그래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

리고, 표 7에서는 각 실험체의 하중 단계별 이론(A)값과 실

험(G)값의 비교를 나타내었고, 표 8에서는 각 실험체의 하중

단계별 처짐의 이론(A)값과 실험(E)값의 비교 및 하중-처짐

관계 그래프에서 획득한 실험(G)값을 나타내었다.

우선, 각 실험체별로 균열하중을 비교해 보면 일체형(CG)

실험체와 분절형(SGT1, SGT2)실험체는 이론(A)값에 비해

실험(G)값이 3.4~10.0%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고, 실험(G)값

과 이론(A)값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절형(SGT3)실험체는 약 4,273 kNㆍm 근처에서 하중-처짐

곡선에 변화가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거더의 중앙하부 플랜

지에 약 4,675 kNㆍm에서 첫 균열이 관찰 되었다. 이론해

석에 의한 균열하중은 3,226 kNㆍm 정도이므로 이론(A)값에

비해 실험(G)값이 약 45%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실험(G)

값과 이론(A)값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긴

장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균열하중은 설계하

중(DB-18)이 1,581 kNㆍm인 점을 고려하면 균열이 발생하

기 전까지는 약 1.5~2.7 정도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실험체별 항복하중을 비교해 보면 일체형

(CG)실험체와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는 이론(A)

값에 비해 실험(G)값이 0.3~4.7%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고,

실험(G)값과 이론(A)값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각 실험체에 도입한 긴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분절형

(SGT2, SGT3)실험체의 균열하중은 18.8%, 71.8%, 항복하중

은 약 16.7%, 43.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강성

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체형(CG) 및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의 설계

하중(DB-18) 및 균열하중 작용 시 처짐은 실험(E)값이 이론

(A)값에 비해 각각 27.7~47.4%, 22.5~33.4%정도 작게 측정

되었고, 설계하중(DB-18) 및 균열하중 작용 시 처짐값 모두

시방서의 활하중 처짐 기준 L/800(= 31.25 mm)보다 작음으

로써 사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실험체에 도입한 긴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분절형(SGT2,

SGT3)실험체의 처짐은 균열하중 작용시 19.0%, 29.3% 항복

하중 작용시 3.7%, 3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재하하중에서 발생한 최대 처짐은 일체형(CG)실험체

의 경우 6,847 kNㆍm에서 196 mm이 발생하였고, 분절형

(SGT1)실험체는 8,433 kNㆍm에서 280.2 mm, 분절형(SGT2)

실험체는 8,758 kNㆍm에서 264.4mm, 분절형(SGT3)실험체

는 9,272 kNㆍm에서 252.5 mm가 발생하였고, 하중재하점의

슬래브는 압축파괴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대 재하

하중에 도달할 때까지의 처짐이 280 mm까지 도달하는 것으

로 보아 충분한 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하중-분절부 이격거리

그림 7은 분절형실험체의 하중에 따른 이격거리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2L/5지점 그래프에서 분절형(SGT1)실험체는

2,475 kNㆍm을 기점으로 분절부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최

대재하하중인 8,433 kNㆍm에서 이격거리가 8.9 mm로 측정

되었다. 분절형(SGT2)실험체는 2,997 kNㆍm을 기점으로 분

절부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최대 재하하중인 8,758 kNㆍm에

서 이격거리가 6.5 mm로 측정되었다. 분절형(SGT3)실험체는

3,575 kNㆍm을 기점으로 분절부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최대

재하하중인 9,272 kNㆍm에서 이격거리가 5.3 mm로 측정되

었다. 그리고 L/5지점에서는 중앙 쪽 분절부에 비하여 이격

거리가 다소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하중(DB-18)에

서는 분절형실험체 모두 분절부가 벌어지지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절형(SGT1, SGT2)실험체는 분절부가 이격되는

하중 보다 균열하중이 작게 측정되어서 예상된 휨파괴(즉,

균열이 일어난 후에 분절부가 벌어짐) 현상이 나타났으나,

분절형(SGT3)실험체는 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에 분절부가 먼

저 벌어지는 파괴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추가 긴장력의

크기가 분절형(SGT3)실험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으로 판단되었다. 

3.3 하중-변형률 관계

일체형(CG) 및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의 L/2

지점의 인장 철근은 초기균열 발생시점과 비슷한 하중근처

에서 급격한 변형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하중이 증가함

그림 7. 하중-이격거리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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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L/5지점에서 관측된 변형률 측정결과도 L/2지점의 측정결

과와 경향은 유사하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L/5

지점 분절부 끝단의 인장철근에 부착한 철근 게이지를 통하

여 얻은 철근 변형률에서는 일체형(CG)실험체와 분절형

(SGT3)실험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철근의 변형률이 같

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반면, 분절형(SGT1, SGT2)실험체

에서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률이 증가하다가 변형률

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일체형(CG)실험

체는 인장철근이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인 변형률 양상을 나타내지만, 분절형(SGT3)실험체는 증가된

추가 긴장력으로 인하여 인장철근이 불연속이어도 어느 정

도 분절부에서도 인장철근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하지만, 분절형(SGT1, SGT2)실험체는 추가 긴장력이 그

다지 크지 않은 관계로 인해 분절부가 벌어진 후에 어느 정

도 변형률이 증가를 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인장철근이

하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판 상단

의 압축변형률은 최대 재하하중에 도달해도 대부분 변형률

이 매우 작게 측정되었고 항복 변형률을 넘지 않았다. 

L/2지점의 단면의 위치에 따라 하중에 따르는 콘크리트 변

형률은 실험체 모두 초기 균열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났

다. 일체형(CG)실험체는 초기 휨균열의 발달로 2,420 kNㆍ

m의 하중에서 실험체 하부에 설치한 게이지가 균열로 인하

여 끊어져서 변형률 데이터를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었고,

그림 8. 하중-인장철근변형률 곡선

그림 9. 하중-바닥판철근변형률 곡선

그림 10. L / 2지점 하중-콘크리트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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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kNㆍm에서는 균열의 발달로 유효단면이 상당부분 축

소가 되어 중립축이 바닥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

었다.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는 초기에 휨균열이

일어나면서 거더의 중앙하부, 거더 중앙에 설치한 게이지가

끊어져서 변형률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압축부의 변형률은

긴장력이 큰 실험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림 8~그림 10은 각 실험체의 하중에 따른 철근 및 콘크

리트의 변형률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체형거더와 분절형거더의 거동 양상을 실

험적으로 분석하고 추가 긴장력을 도입한 보강 분절형거더

의 휨 성능 및 거동을 파악하였다. 분절부의 유무 및 긴장

력에 대한 실험변수를 사용하여 휨 실험을 실시한 후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체형(CG)실험체의 경우 전 단면이 외력에 대해 효과적

으로 저항하면서 지간 중앙에서 발생한 휨 균열이 진행되

어 휨 파괴 거동을 하였다. 분절형(SGT1, SGT2, SGT3)

실험체는 주로 바닥판과 강연선이 외력에 저항하기 때문

에 강연선의 항복과 동시에 극한 상태로 치닫는 거동을

예상하였지만 일체형(CG)실험체와 긴장량이 같은 분절형

(SGT1)실험체는 일체형 실험체와 거의 같은 거동양상을

나타냈고, 분절형(SGT2, SGT3)실험체는 일체형 실험체에

비해 우수한 성능의 거동양상을 나타냈다.

2. 휨파괴 실험결과 모든 실험체가 휨파괴 되는 양상을 나타

냈다. 분절형(SGT1, SGT2)실험체는 분절부가 이격되는 하

중보다 균열하중이 작게 측정되어서 예상된 휨파괴(즉, 균

열이 일어난 후에 분절부가 벌어짐)현상이 나타나지만, 분

절형(SGT3)실험체는 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에 분절부가 먼

저 벌어지는 파괴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추가 긴장력의

크기가 분절형(SGT3)실험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3. 초기 균열은 설계하중의 1.5배 이상에서 각각 관측되었다.

따라서, 설계하중에 의한 휨균열의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하중인 1,581 kNㆍm에서는 분

절형 실험체의 분절부가 이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

절형 거더가 사용하중 상태에서는 일체형 거더와 동일하

게 거동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4. 일체형(CG) 및 분절형(SGT1, SGT2, SGT3)실험체의 설

계하중 작용 시 처짐 값은 일체형(CG)실험체에 비해 분

절형(SGT1)실험체가 4% 증가한 반면 분절형(SGT2,

SGT3)실험체의 처짐은 균열하중 작용시 19.0% 항복하중

작용시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하중

작용 시 처짐 값 모두 시방서의 활하중 처짐 기준 L/800

(=31.25 mm)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계하중(DB-18)

처짐에 저항하기에 충분한 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5. 분절형(SGT2, SGT3)실험체는 분절형(SGT1)실험체와 비슷

한 거동을 보였지만 추가 긴장력의 도입으로 인하여 분절

형(SGT1) 실험체에 비해 균열하중은 18.8%~71.8%, 항복

하중은 16.7%~43.9%정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6. 최대 재하하중에서의 처짐이 280 mm까지 도달하는 것으

로 보아 충분한 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절형거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허용범위 내에서 추

가로 긴장재를 투입한다면 매우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교

량 가설공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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