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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일체식교 강교량 거더-교 연결부의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의 향상을 한 구조상세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결부의 거동을 실험 으로 평가하 다.거더-교 연결부의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를 제시하 으며,제시된 연결부 실험체와 기존 시공경험에 의해 설계된 연결부 실험체의 하 재하실험을 통하여 연결부의 성능 거동

특성을 검토하 다.하 재하실험 결과,모든 강 거더-교 연결부 실험체들은 목표 설계하 항복하 이하에서 충분한 강성 균열 항

성능을 보여 강 거더-교 연결부로 용 가능하다.하지만 실험체의 기 강성,균열의 진 형상 측면,하 -변형률 측면에서 단연결재와

tiebar가 용된 강 거더-교 연결부가 기존에 용되어 왔던 강 거더-교 연결부에 비하여 구조 으로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ABSTRACT：Inthisstudy,thestructuraldetailsofsteelgirder-abutmentjointswithshearconnectorsandtiebarswere

suggestedtoimprovetherigidbehaviorandcrack-resistingcapacityofthejointsinintegralbridges.Experimentalloading

testsofsteelgirder-abutmentjointspecimenswiththeproposedandempiricallyconstructedstructuraldetailswerecarried

out,andthecapacitiesandbehavioralcharacteristicsofthejointswereevaluatedthroughloadingtests.Basedonthe

resultsoftheloadingtests,itwasestimatedthatalltypesoftestedjointscanbeappliedtothesteelgirder-abutment

jointsbecausetheyhavesufficientstiffnessandcrack-resistingcapacityundertherequired design andyield loads.

Accordingtotheinitialstiffness,crack propagations,and load-strain relationships,however,thejointswith shear

connectorsandtiebarsshowedbetterstructuralbehaviorscomparedtotheempiricallyconstructedjoint.

핵 심 용 어 :일체식교 강교량,거더-교 연결부, 단연결재,하 재하실험

KEYWORDS:integralabutmentsteelbridge,girder-abutmentjoint,shearconnector,loadingtest

                                                                                                                        

1.서 론

일체식교 교량은 다수의 시공실 을 통하여 교량 성능의

우수성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체 거동에 한 이론 다양

한 실험 연구,체계 인 설계법은 부족한 실정이다.가장

많은 시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각 주 DOT

(DepartmentofTransportation)별로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사각,배면토 등에 한 설계 시공기 이 다르다(한

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1999).국내의 경우에도 기존 국외의

1)연세 학교 토목․환경공학과,교수(sanghyo@yonsei.ac.kr)

2)연세 학교 토목․환경공학과,박사과정(yedjh@yonsei.ac.kr)

3)(주)삼안 사원,공학석사(vvoojin@naver.com)

4)(주)승화이엔씨 기술연구소 차장,공학박사(jhkim@newsh.co.kr)

5)교신 자.연세 학교 토목․환경공학과,박사후 연구원

(Tel:02-2123-2804,Fax:02-313-2804,E-mail:palanorange@yonsei.ac.kr)

기 들과 시공 완료된 일체식교 교량들의 시공실 을 바탕

으로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09)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조부재에 한 세부 인 설계지

침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

부구조-교 연결부 역시 세부 인 설계방안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6)

일체식교 교량의 교 는 일반 교량의 교 와 달리 크기가

작은 난쟁이 교 로써 하부구조인 기 일과 상부구조인 거

더,바닥 을 연결,결합시키는 구조부재이다(남문석 등,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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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박 호 등,2006;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1999).

사하 과 활하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상부구조의 변형

을 기 일과 교 배면토가 흡수하는 일체식교 교량의 거

동 특성을 해서는 교 각 연결부의 강체거동이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재 국내 일체식교 교량 설계지침과 미국

의 AISI는 기 일-교 연결부에 하여 기 일 삽입부

주변의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지압응력 완화 연결부의 강체

거동을 한 보강철근의 배치 일의 최소 매입깊이를 명시

하고 있지만,상부구조-교 연결에 해서는 세부 인 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09;

AISI,1996). 한 국외의 지침들에서도 교 내 배근되는 철

근들이 거더를 통하여 교 와 거더를 연결해주는 것 외에 상

부구조,특히 거더-교 연결에 한 상세한 설계방안들이 명

시되어 있지 않다.강 거더를 사용하는 일체식교 강교량의

경우 상부구조가 콘크리트 교 와 합성구조를 이룰 뿐만 아니

라 콘크리트 거더에 비해 온도변화에 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강체거동이 확보되는연결부가 더욱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체식교 강교량 거더-교 연결부

의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의 향상을 하여 스터드 단

연결재와 perfobondrib 단연결재를 용한 거더-교 연

결부 상세구조를 제시하고,기존 시공경험에 의한 연결부 실

험체와 제시된 상세구조를 용한 연결부 실험체를 제작한

후,하 재하실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제시된 거더-교

연결부의 거동 특성을 기존 형식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거더-교 연결부강체거동향상을 한상세구조

그림 1은 미국 Ohio주에 치한 교장 170ft(51.8m)의 3

경간 일체식교 PSC교량(MED-71-0342)으로 연결부의

강체거동이 불완 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이

교량의 거더-교 연결부는 두 구조체의 강체거동이 완 하

지 않아 그림 1(b)와 같이 공용 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

으며,교량의 사용성,내구성 유지 리 측면에서 지속

인 문제를 발생시켰다.따라서 거더-교 연결부의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은 일체식교 교량의 내구성 사용성 유

지 제어를 한 필수 조건이며,특히 온도변화에 민감한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의 경우 다른 상부구

조형식을 사용하는 일체식교 교량보다 강성 균열 항성

능 증가를 통해 강체거동 향상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재 가

장 많은 일체식교 교량 시공 경험을 가진 미국의 경우 일

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일체화는 그림 2(a)와 같이 앵

커볼트와 거더의 수평 통철근 설치로 이루어진다(박종면 등,

1997;Martin,2009).이 연결부 상세의 설계는 보편 인

AASHTO 도로교 일반 설계기 을 용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세부 인 설계에 있어서 일체식교 교량의 거동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거더-교 연결부의 강성 균열 항성능 증

가를 하여 제시하는 연결부 상세구조는 단연결재 tie

bar가 용되는 연결부이다.Tiebar설치는 OhioDOT에

서 반일체식교 교량의 상부구조-교 연결부에 용한 고정

방법으로,교 와 거더 상부의 강 을 나사산이 있는 tiebar

와 트를 이용하여 착시켜,거더와 교 의 거동을 일체화

시키기 해 설치된다(그림 2(b)).일체식교 교량에 tie

bar를 용할 경우 기 교 에 거치되는 거더의 선형조

측면에서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단연결재는 일

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와 같이 이종부재간의 결

합부에서 일체화작용의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일체식교 교

량의 거동 특성상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사하 활하 ,온

도하 에 의한 휨 거동으로 인하여 단력이 발생하는 거더-

교 연결부에서는 단연결재의 설치는 연결부의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단된다.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 향상을 한 거더

-교 연결부 상세구조를 나타낸다.본 연구에서 용하는

단연결재는 스터드 단연결재와 perfobondrib 단연결재

이며,매입되는 거더 단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용한다.

(a)일체식교 PSC교량 경

(b)PSC거더-교 연결부의 균열
그림 1.미국 Ohio의 일체식교 PSC교량 (MED-7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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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체식교 강교량 교 연결부 상세도

(TennesseeDOT.)

(b)Tiebar설치 반일체식교 강교량의 교 연결부 상세도

(OhioDOT.)

그림 2.미국 일체식교 강교량의 교 연결부 상세도

3.거더-교 연결부의 거동평가

3.1실험체 제원

단연결재 와 tiebar를 용한 거더-교 연결부의 거동

특성과 하 항성능 균열 항성능을 평가하기 해 축소

모형실험체를 제작하고 하 재하실험을 수행하 다.실험체는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에 한 축소모형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교 부에 거더부 H형강을 매입하여 연

결한 형태이다.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의 교 크기는 1.0m

(높이)×1.3m(폭)×0.8m(길이)이며 거더로 사용된 H형

(a)기존 방법을 용한 연결부

(b)스터드 단연결재와 tiebar를 용한 연결부

(c)Perfobondrib 단연결재와 tiebar를 용한 연결부

그림 3.강체거동 향상을 한 거더-교 연결부 상세 구조

강 단면은 500mm(높이)×200mm(폭)×10mm(웹두께)

×16mm( 랜지두께)이다.교 상부에는 100mm 두께의

바닥 을 설치하 다.연결부 실험체는 연결부의 거동 특성

강체거동과 균열 항성능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기 해 H

형강 단부에 하 을 재하하며,하 재하로 인한 향을 연결

부에 집 시킬 목 으로,강 과 지압 을 이용하여 실험체가

내력 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하 재하가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다. 한 H형강 단부에 하 재하 시,실험체의 괴는

H형강의 항복에 의해 발생하도록 설계하 다.

실험체는 총 3개로 표 1과 같이 분류하 다.RS연결부

실험체는 기존의 시공경험에 의해 설계․시공되어왔던 연결

부 형식을 용한 실험체이고,D-T-S와 D-T-P는 각각 스

터드 단연결재와 tiebar,perfobondrib 단연결재와

tiebar를 용한 연결부 실험체이다.

그림 4는 연결부 실험체의 개략도 연결부 상세를 나타

낸 것이다.연결부 실험체의 교 부와 바닥 의 철근 배근은



김상효․윤지 ․최우진․김 환․안진희

64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1호(통권 110호)2011년 2월

Perfobond rib

전단연결재

관통철근

C

C

D D

스터드

전단연결재

A

A

B B

Tie barTie bar

[RS 연결부 실험체] [D-T-S 연결부 실험체] [D-T-P 연결부 실험체]

8 8

25 150 25

2
0
0

2
@

1
0

0
1

0
0

1
3

1
3

1
35
0

1
5
0

150

8
8

2
1

2
1

1
4

2

75

13

단면 A-A

5
 @

 1
0
0

200

50 50

5
0

1
0

0
5

0 150

단면 B-B 단면 C-C

200

단면 D-D

P
지압판 강봉

교 부

H형강

바닥판

연결부

150

1
,0

0
0

150

1,700

500

400

900

400

1
6

1
6

4
6

8
5

0
0

800

1
0

0

1
,1

0
0

550

1
,0

0
0

150150 1,000

550200

1,300

5
0

0
5
0

0

1
0

0

1
,1

0
0

그림 4.연결부 실험체 개략도 연결부 상세 (단 :mm)

실험체명 격벽 유무 연결부 격벽 단연결재

RS - -

D-T-S
있음

Headstud(2개씩 4열 배치)

D-T-P Perfobondrib(2열 배치)

표 1.실험체 분류

도로교 설계기 (건설교통부,2005)에 제시된 기 을 용

하 으며,교 부의 띠철근과 보강철근 등의 일부는 미국에서

경험 으로 시공되었던 연결부 형상과 유사하게 거더를 통

하도록 배근하 다.실험체에 사용된 H형강은 강 거더의 축

소구조체로 RS연결부 실험체와 D-T-S D-T-P연결부

실험체에 각각 다른 형태가 용된다.RS연결부 실험체에는

교 내부로 삽입되는 H형강 단부에 격벽(t=9mm)이 존재

하지 않지만,D-T-S와 D-T-P 연결부 실험체에는 격벽이

존재한다.H형강 단부의 격벽은 H형강의 회 거동에 한

항력 향상 단연결재 설치로 인한 강성 균열 항성

능 증가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하 재하시 하 재하지

의 괴가 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모든 실험체

의 H형강 단부(하 작용 )와 교 면 합부에 수직보강재

(t=9mm)를 설치하 다.D-T-S와 D-T-P연결부 실험체

에 설치된 tiebar는 교 하부에 설치한 후 트로 연결․

조 하며 H형강 상․하면에 고정 지지 을 착시켜 교 내

부에서 고정이 되도록 하 다.

스터드 단연결재는 H22( 기지름 22mm)의 일반 스터

드를 사용하여 설계․제작하 다.모든 실험체의 바닥 스터

드 단연결재 D-T-S연결부 실험체의 격벽에 용된 스

터드 단연결재 설계는 재하 가능한 최 하 (1,000kN)

내에서 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 설계기 (건설교통부,

2005)에서 제시된 식 1과 2로 소요개수를 산정하여 용하

다.

  
≤  (1)

  
 ≥ 

   
(2)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콘크리

트 강도의 함수로 정의한 단연결재의 강도로써 콘크리트의

부분손상과 단연결재의 단이 함께 발생한 실험결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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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도된 경험식을 의미하며,는 스터드 하단부가

괴되는 경우 스터드 단연결재의 인장강도를 의미한다.

는 스터드 단연결재의 극한강도(N),는 단연결재

기의 지름(mm),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은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의 평균값(MPa),는 스터드

단연결재의 극한 인장강도(MPa),는 단연결재의 단

면 (mm2),는 스터드 단연결재의 허용 단력(N),

는 스터드 단연결재의 높이(mm)이다.도로교 설계기

에는 식 1의 정 강도계수로  = 0.4, = 1을 제시하

고 있다.

D-T-S연결부 실험체의 H형강 격벽에 용된 스터드 단

연결재의 설계를 해 재하 가능한 최 하 (1,000kN)과

식 1에 의한 스터드 단연결재의 극한강도를 비교·검토하여

스터드 단연결재의 소요개수를 산정하 으며,그 결과 연결

부 격벽에 H22-150mm의 스터드 단연결재를 4개씩 2열

로 배치하 다.산정된 스터드 단연결재의 소요개수와 식 2

에 의한 스터드 단연결재의 허용 단력 도로교 설계기

에 제시한 규정을 따라 허용응력법으로 허용하 (230kN)을

산정하 으며,이를 목표 설계하 으로 가정하 다.

D-T-P연결부 실험체에 용된 perfobondrib 단연결

재의 설계와 소요개수 산정은 Oguejiofor와 Hosain(1994,

1997)에 의하여 제안된 식 3의 정 강도식을 사용하여 실

시하 으며,D-T-S연결부 격벽에 설치된 스터드 단연결

재와 유사한 극한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 다.산정된 극한

강도에 안 율 4와 강도감소계수 0.8을 용한 허용 단력

을 가정하여 소요 제원을 산정하 다.이때,D-T-P연결부

실험체의 허용하 목표 설계하 (230kN) 한 D-T-S

연결부 실험체와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소요 제원 소요개

수를 설계하 다.Perfobondrib 단연결재의 설계에

용한 안 율 4는 perfobondrib 단연결재의 push-out

실험에 의한 하 -상 변 곡선 결과(김상효 등,2009;

Ahnetal,2010)와 perfobondrib 단연결재가 강성

단연결재임을 고려한 결과이다(김상효 등,2009).강도

감소계수 0.8은 perfobondrib 단연결재가 병렬 배치된

것에 의한 것으로,push-out실험에 의해 perfobondrib

단연결재가 병렬로 배치될 경우 단독 배치된 perfobond

rib 단연결재의 극한강도의 80% 수 의 극한강도를 나타

냄을 고려한 결과이다(김상효 등,2009;Ahn etal,

2010).

 ′    
′ (3)

여기서,는 perfobondrib 단연결재 당 단강도(N),

는 단연결재의 높이(mm), 는 단연결재의 두께

(mm),′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는 통철근

의 총 면 (mm2),는 철근의 항복강도(MPa),는 rib

홀의 수,는 rib홀의 직경(mm)이다.D-T-P연결부 실험

체에는 H형강 격벽에 2열의 perfobondrib 단연결재를

설치하 으며,rib홀 통철근으로 H13철근을 배근하여

설계․제작하 다.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설계강도 40.00MPa,표

양생 28일 평균 압축강도 40.43MPa(No.1:40.01MPa,

No.2: 39.11MPa,No.3: 43.65MPa,No.4: 38.91

MPa)의 미콘 제품을 사용하 다.H형강 수직보강재,

perfobondrib 단연결재는 허용응력이 140MPa,공칭항

복강도가 240MPa이상인 SS400강재를 사용하 고,교

부에 배근된 철근은 항복강도가 400MPa의 SD40고강도

철근을 사용하 다.

3.2하 재하실험

일체식교 교량의 강 거더-교 연결부 실험체의 하 재

하실험은 수직의 정 하 재하실험으로,그림 5와 같이

1,000kN 용량의 유압식 가력장비(actuator)를 이용하여

연결부 실험체 교 에 연결된 H형강 단부에 하 을 재하하

도록 하 다.하 재하는 실험체의 격한 괴를 방지하기

하여 0.02mm/sec속도의 변 제어 상태에서 구조물이

괴되는 시 까지 재하하 다.하 재하에 따른 연결부의

변형률 변화를 계측하기 하여 그림 6(a)～(c)와 같이 변

형률 게이지(straingauge)를 교 부 내부 철근,H형강과

교 부 표면에 부착하여 각 치에서의 변형률을 측정하

다. 한 하 재하에 따른 연결부 실험체의 H형강 변 를

측정하기 하여,하 재하 인 H형강 단부와 교 의 합

부에 200mm와 50mm 용량의 변 계(LVDT)를 설치하

다(그림 6(d)).

그림 5.실험체의 하 재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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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연결부 실험체 계측 치 (단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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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험 결과

3.3.1하 -처짐 계

연결부 형태에 따른 실험체의 하 -처짐 계를 측정하 으

며,그림 7과 표 2는 연결부 실험체의 거더부 H형강 하 재

하지 에서의 하 -처짐 곡선과 하 항성능을 나타낸다.이

때,하 -처짐 곡선으로부터 산정한 탄성구간 강성,탄성한계

하 ,항복하 ,극한하 ,연성도를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었다(홍성걸 등,2007).

먼 극한하 의 1/3값이 되는 과 원 을 연결한 선분

의 기울기를 탄성구간 강성으로 하 다.이 선분과 변 축이

이루는 각의 1/3값이 되는 선분을 원 에서 작도 후,하 -

처짐 곡선과 외 하도록 평행이동 한다.이 선분과 탄성구간

강성으로 선정한 선분과의 교 의 하 을 항복하 으로 정의

하 다.탄성한계하 과 극한하 은 각각 탄성구간(선형구간)

끝 의 하 ,하 -처짐 곡선의 최 하 으로 정의하 다.

한,극한하 에서의 변 를 항복하 에서의 변 로 나 값을

연성도로 정의하 다.

그림 7의 하 증가에 따른 하 -처짐 계는 탄성 역 내

에서 선형거동을 나타내고,탄성한계를 과한 후에는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탄성한계로 산정되는 약 584～

608kN 부근까지 모든 실험체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선형

하 -처짐 계를 보이고 있으며,H형강 단연결재의 허

용범 와 H형강의 항복을 기 으로 도로교 설계기 에 의해

산정된 목표 설계하 (230kN) 항복하 (460kN)이하에

서 선형 탄성 거동을 보이고 있다.이때,목표 설계하 은

3.1 에서 격벽에 설치되는 스터드 perfobondrib 단

연결재의 설계과정으로부터 산정된 값이며,목표 항복하 은

실험체의 H형강이 SS400강재인 것을 고려하여 항복응력을

240MPa로 가정하여 산정된 값이다.따라서 연결부의 형태

와 계없이 모든 실험체 연결부의 일체성이 충분히 확보되

어,설계시 요구되는 설계하 과 항복하 에 항할 수 있는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기 강성 탄성 한계 측면에서 실험체들은 연결부의 형

태에 따라 다른 하 항성능을 나타낸다. 기 강성은 하 -

변 곡선에서 항복 탄성구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그림

7의 하 -변 곡선에서 실험체의 기 강성은 RS연결부

실험체와 D-T-S연결부 실험체에서 비슷한 수 을 보이며,

D-T-P 연결부 실험체에서는 RS 연결부 실험체에 비해

15% 증가된 기 강성을 보인다. 한 탄성 한계는 D-T-S

연결부 실험체와 D-T-P연결부 실험체에서 RS연결부 실험

체에 비해 약 4% 증가된 수 을 보인다.이는 단연결재와

tiebar로 인한 연결부 강성 증가의 향으로 단되며,

기 강성 탄성 한계 측면에서 하 항성능이 향상됨을 확

인하 다.

반면 표 2에서 항복하 과 극한 하 ,연성도는 기존의 거

더-교 연결부(RS)와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거

더-교 연결부(D-T-S,D-T-P)가 비슷한 수 을 나타내고

있다.이는 모든 연결부 실험체가 연결부의 괴가 발생하지

않고 H형강의 항복으로 실험체의 괴가 지배되었기 때문이

라고 사료되며,설계시 가정사항과 잘 부합되는 결과임을 보

여 다.

0 10 20 30 40

Displacement(mm)

0

200

400

600

800

L
oa
d
(k
N
)

RS

D-T-S

D-T-P

P

LVDT

그림 7.연결부 실험체의 하 -처짐 곡선

실험체
RS

()

D-T-S D-T-P

 

  



탄성구간 강성

(kN/mm)
47.32 46.96 0.99 54.51 1.15

탄성한계하 (kN) 584.43 608.10 1.04 607.82 1.04

항복하 (kN) 626.04 645.26 1.03 634.42 1.01

극한하 (kN) 750.58 755.98 1.01 755.26 1.01

연성도 2.14 1.85 0.86 2.12 0.99

표 2.연결부 실험체의 하 항성능

3.3.2연결부의 균열 괴 형상

표 3은 각 실험체들의 하 재하실험 결과로 기 표면 균

열 하 과 극한 하 의 계를 나타낸다.RS,D-T-S연결

부 실험체는 340～350kN의 기 표면 균열 하 을,

D-T-P실험체는 500kN의 기 표면 균열 하 을 보인다.

이러한 연결부 형태에 따른 기 표면 균열 하 은 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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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계에서 연결부 형태에 따른 기 강성 (탄성구간 강성)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7과 표 3을 비교하여

보면 RS,D-T-S연결부 실험체에 비하여 기 강성이 큰

D-T-P연결부 실험체가 기 표면 균열 하 에서도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이는 기 강성이 높은 연결부가 변형에

한 우수한 하 항성능 균열 항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강성이 낮은 연결부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하 에서 균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실험체
기 표면

균열 하 (kN)

극한 하

(kN)

기 표면 균열 하

/극한 하

RS 350 750.58 0.47

D-T-S 340 755.98 0.45

D-T-P 500 755.26 0.66

표 3.실험체의 기 표면 균열 하 극한 하 과의 계

그림 8은 설계 목표 하 항복하 에서의 각 연결부 실

험체 균열 진 형상을 나타낸다.설계 목표 하 항복하

에서의 연결부 실험체 상면과 거더-교 합면의 균열 진

형상을 통해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의

높은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로

부터 설계 목표 하 인 230kN의 재하하 에서 모든 실험체

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설계 목표 하

(230kN)이후의 기 균열 하 에서 RS연결부 실험체의

균열 진 형상(그림 8(a))과 단연결재와 tiebar를 용

한 D-T-S,D-T-P연결부 실험체의 균열 진 형상(그림

8(b),(c))을 비교해보면,RS연결부 실험체의 균열 발생

진 이 D-T-S,D-T-P연결부 실험체보다 상당히 진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D-T-S,D-T-P연결부 실험체에서는 각각

350kN,500kN에서 균열 발생 진 이 시작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목표 항복하 (460kN)과 가까운 450kN에서

의 연결부 실험체 균열 진 형상에서도 RS연결부 실험체

의 균열 발생 진 이 D-T-S,D-T-P연결부 실험체보다

상당히 진행된 경향을 보인다(D-T-P 연결부 실험체는

450kN의 하 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가 단연결재

tiebar의 향으로 기존에 용되었던 연결부에 비해 보

다 큰 강성을 유지하고 균열 항성능이 우수하여 나타나는

경향으로 단되며,연결부 강체거동 향상에 따른 설계 단계

에서의 구조 인 안 도를 높일 것으로 상된다.

실험체 상면의 반 인 균열 진 폭 수가 RS연결부

실험체에 비하여 D-T-S,D-T-P연결부 실험체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연결부 실험체에 설치된 단연결

재와 tiebar로 인한 강성 균열 항성능 증가 효과로 사

료되며,실험체 상면으로 달되는 재하 하 증가에 따른

단력 휨모멘트의 향을 연결부의 보강부재들이 일정 부

분 수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단된다. 한 실험체 상면

의 균열도에서 세로 방향 균열이 D-T-S,D-T-P연결부 실

험체에 비하여 RS연결부 실험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실험체의 세로 방향 균열은 H형강의 상부

인장에 의해 발생하는 가로 방향 균열과 달리,내부에 정착된

H형강 자체의 휨 거동에 의해 발생한다.따라서 세로 방향

균열의 감소는 D-T-S와 D-T-P연결부 실험체가 RS연결

부 실험체에 비하여 강한 일체화를 형성하고 일정수 의 균

열 항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3하 -변형률 계

연결부 형태에 따른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

거동 특성 단연결재와 tiebar를 용한 거더-교 연

결부의 강성 균열 항성능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실험체 내부 철근 외부 표면 콘크리트 변형률 이력을 분

석하 다.먼 연결부의 거동에 직 인 향을 받는 H형

강 상부의 바닥 철근과 H형강 하부의 수직방향 주철근의

변형률을 확인하 으며,그림 9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RS연결부 실험체의 바닥 상․하부 주철근

변형률은 균열하 을 넘어 하 이 증가함에 따라 D-T-S,

D-T-P연결부 실험체의 바닥 상․하부 주철근 변형률에

비하여 높은 변형률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 실험체가 기존 방법을

용한 실험체에 비해 철근의 변형률 측면에서 더 우수한 하

항성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한 그림 9(b)에서 RS연

결부 실험체의 바닥 하부 주철근 변형률은 극한하 에 도달

하기 에 이미 항복 변형률(2,000×10
-6
mm/mm)을 과한

다.항복 변형률은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SD40)와 도로교

설계기 (2005)에 제시된 철근 탄성계수(2.0×10
5
MPa)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항복 변형률을 넘어간 철근은 항복

강도 과로 인하여 구조 인 괴가 이루어진다.따라서 일

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 거동에 따른 바닥 의

변형을 고려할 때,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

의 하 항성능 보완은 하다고 단된다.그림 10에서

도 그림 9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0에

서 RS 연결부 실험체의 교 수직방향 주철근 변형률은

D-T-S,D-T-P연결부 실험체의 교 수직방향 주철근 변

형률에 비해 약 1.4～2.8배로 높은 압축 변형률을 나타낸다.

연결부 실험체의 통 철근은 일체식교 강교량에서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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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kN( 기균열) 450kN 750kN
350kN( 기균열) 450kN 750kN

(a)RS연결부 실험체 상면 균열도(좌) 거더-교 합면 균열도(우)

340kN( 기균열) 450kN 750kN
340kN( 기균열) 450kN 750kN

(b)D-T-S연결부 실험체 상면 균열도(좌) 거더-교 합면 균열도(우)

500kN( 기균열) 750kN
500kN( 기균열) 750kN

(c)D-T-P연결부 실험체 상면 균열도(좌) 거더-교 합면 균열도(우)

그림 8.연결부 형태에 실험체 상면 거더-교 합면 균열도

-교 연결부의 강성을 유지시키고 거더와 교 를 일체화시

키는 요소이므로 연결부 형태에 따라 어떠한 변형을 보이는

지 확인하기 해 변형률을 계측하 다.그림 11은 연결부

실험체 교 내 H형강 통철근의 변형률을 나타낸다.그림

11(a)에서 D-T-S,D-T-P연결부 실험체의 통철근(보강

철근)의 변형률은 하 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 역으로 증가

한다. RS 연결부 실험체의 보강 통철근의 변형률은

D-T-S,D-T-P연결부 실험체의 보강 통철근의 변형률과

달리 하 이 증가할 수록 압축 역으로 증가한다.인장 역으

로 증가하던 보강 통철근의 변형률이 RS연결부 실험체의

균열하 (350kN)부근에서 압축의 변형률로 변화되는 것으

로 보아 균열하 이후 하 이 증가하면서 통철근과 주변

콘크리트의 정착 실패로 인하여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상이

라고 사료된다.그림 11(b)에서 RS연결부 실험체의 띠

통철근 변형률은 D-T-S,D-T-P연결부 실험체와 하 재

하 기에는 비슷한 변형률 수 을 유지하지만 하 이 증가

할 수록 높은 변형률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이를 통해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연결부 실험체의 높은 하

항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에서 통철근의 변형률

은 항복응력 범 의 변형률을 과하지 않는다.이는 통철

근이 연결부 실험체에 작용하는 하 에 하여 강성을 유지

하며 항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에 하 증가에 따른 각 연결부 실험체 상면과 거

더-교 합면의 외부 표면 콘크리트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12(a)의 연결부 실험체 상면의 콘크리트 변형률 분포

에서 RS연결부 시험체의 변형률은 콘크리트 최 변형률

(3,000×10
-6
mm/mm)을 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

것은 그림 9(b)에서 RS연결부 실험체의 바닥 하부 주철

근이 항복 변형률을 과한 것과 같은 형태로,교 바닥

내부 철근의 연결부 거동에 한 항성능 부족으로 인하

여 실험체 상면 (바닥 표면)에 큰 변형이 달된 것으로

단된다.그림 12(b)에 연결부 실험체의 거더-교 합면의

H형강 하부 랜지 측하부 표면 변형률을 나타내었다.H형

강 하부 랜지 측하부 표면에는 인장 압축 균열이 발생하

지 않아 체 으로는 비슷한 수 의 변형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결부 실험체는 연결부 실험체 변형

률,균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일부 계측 치에서만

항복이 일어났을 뿐 체 인 연결부에서의 괴는 발생하

지 않았다.그림 13의 H형강 상․하부 랜지 변형률에서

상․하부 랜지 모두 극한하 일 때 항복 변형률

(1,200×10-6mm/mm)을 과한 것으로 보아 구조물의

괴는 H형강의 항복이 지배 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연결부 실험체의 교 내부 철근 변형률 외부 콘

크리트 변형률에 한 반 인 계측 결과,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는

기존에 용되어 왔던 거더-교 연결부에 비하여 높은 하

항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단연결재 tieba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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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연결부 실험체의 바닥 주철근의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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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연결부 실험체의 교 수직방향 주철근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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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결부 실험체의 통철근 변형률

용한 상세구조는 연결부의 하 항성능 강체거동을 향

상시킬 것으로 단된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체거동 균열 항성능 향상을 한 거더

-교 연결부의 상세구조를 제시하고,제시된 연결부 실험체

와 기존 연결부 실험체를 제작하여 하 재하실험을 수행하

으며,하 재하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연결부 형태에 따른 거

동특성 하 항성능을 악하 다.강체거동 균열 항

성능의 향상을 한 상세구조를 용한 연결부의 성능을 분

석한 결과,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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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체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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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험체의 거더-교 합면

그림 12.연결부 실험체의 외부 표면 콘크리트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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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연결부 실험체의 H형강 상․하부 랜지 변형률

(1)기존에 용되어 왔던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를 용한 실험체와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 실험체 모

두 도로교 설계기 에 의해 산정된 목표 설계하

(230kN)이하에서균열이발생하지않았고,목표항복

하 (460kN)이하에서는 충분한 강성 선형 거동을

보이고있어연결부의형태와 계없이일체식교 강교

량의연결부로 용할수있다.

(2)하 -변 곡선분석을통한실험체의 기강성 극한

강도 도달까지의 강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

세구조를 가진 연결부는 단연결재 tiebar로 인한

연결부의 강성 증가로 기존에 용되어 왔던 거더-교

연결부에 비하여 구조 으로 하 항성능이 우수한 것

으로 단된다.

(3) 단연결재 tiebar를 용한 일체식교 강교량의

거더-교 연결부는 설치된 보강부재들이 작용하 에

해 단력 휨모멘트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기균

열하 ,목표 항복하 극한하 에서의 균열의 진

폭과 수,균열진 형상 측면에서 기존에 용되어 왔던

연결부에비하여강체거동 균열 항성능이우수한것

으로 단되며,이는 일체식교 강교량의 구조 인 안

도를높일것으로 상된다.

(4)본연구의하 재하실험에사용된연결부실험체들의교

내부철근 외부콘크리트변형률에 한 반 인

분석결과,본연구에서제시한연결부상세구조는거더

-교 연결부의 하 항성능 강체거동을 향상시킬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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