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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l and rigid frame bridges have advantages in bridge maintenance and structural efficiency by eliminating

expansion joints and bridge supports. However, the detail of typical girder-abutment connection is rather complex and increases

construction cost depending on construction detail.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disadvantages such as complexity and addi-

tional cost, a new type of bridge is proposed in this study, which improves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by simplifying the con-

struction detail of girder-abutment connection. The proposed bridge has the connection detail of steel girder and abutment

integrated by prestressed PS bar installed in the connection.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fatigue load test are conducted

to evaluate the fatigue capacity of the proposed girder-abutment connection.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fatigue damage in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is very low. The results of the fatigue load test verified that

the integrity of the girder and abutment connection is maintained after 2,000,000 cycles of fatigue loading.

 Keywords : integral bridge, rigid frame bridge, connection, prestress, fatigue capacity

1. 서 론

교량의 신축이음과 받침은 계절적인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의 신축을 보장해주기 위해 교량에 설치되지만, 신

축이음을 통해 수분, 염분 및 제설제 등이 침투하여 교

량 부재가 심각하게 열화하는 원인이 된다. 즉, 신축이

음과 신축이음에 인접하여 열화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받침은 유지관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더욱이, 신축이음과 교량 받침은 다른 부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료비와 시공비가 높아 초기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1-6)

교대 일체식 교량(integral bridge)은 교량 상부구조와 교

대 또는 교각 사이에 신축이음 없이 시공되는 형식의 교

량으로 무조인트 교량(jointless bridge)이라고도 불린다.

Fig. 1은 낮은 교대를 갖는 통상적인 교대 일체식 교량

의 형상을 보여준다. 교대 일체식 교량은 유지보수의 주

된 원인이 되는 신축이음이 배제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용이 감소하고 교량의 내구성이 향상되며, 교량의 초기

공사비가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상부구조

와 하부구조가 일체화되어 라멘구조(rahmen)와 같이 거

동함으로써 경간 중앙부에 발생하는 휨모멘트가 경감되

어 상부구조가 경량화되고 교량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

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비해 교량 건설 역

사가 오래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축이음이 있는 기존

교량의 대안으로 교대 일체식 교량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1-5,7-9)

 건설되어있는 교대 일체식 교량의 거동을 바

탕으로 장기적인 거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0,11)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교대 일체식 교량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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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고 있지만,
13-16)

 아직까지 낮은 교대를 갖는 통

상적인 교대 일체식 교량(Fig. 1)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반면, 신축이음과 받침을 배제한 교대 일체식 교

량의 한 형식으로서 Fig. 2와 같이 강합성 거더를 이용

한 라멘교(rigid-frame bridge) 형식의 교량(이하, 강합성

라멘교)이 개발되어 30 m 내외의 경간장을 갖는 중경간

교량에 적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

식의 교량은 종종 교대 일체식 교량의 한 형태로 간주

되어 ‘Full Height Frame Integral Bridge’로도 불린다.
12)

교대 일체식 교량과 강합성 라멘교는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거더의 단부를 교대 내부

로 매립하는 형태로 시공된다. Fig. 3은 강합성 라멘교에

적용되는 접합부 시공상세의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

태의 접합부는 시공상세가 다소 복잡하고, 거더의 단부

를 교대에 매립하여 일체화하는 방법에 따라 접합부에

적용되는 강재량이 증가하여 교량 건설비용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합성 라멘교에 적용되는 접합부의 시

공상세를 간략화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교량

형식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교량의 거더-교대 접합부는,

거더의 단부를 교대의 내부에 매립하는 대신, 거더와 교

대를 제작한 이후 Fig. 5와 같이 거더와 교대를 PS 강봉

으로 체결하여 일체화시키는 상세를 갖는다. 즉, 거더를

교대 전면에 거치한 이후 교대를 관통하여 배치되는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

기 때문에 현장작업이 간결해지는 장점을 갖는다. Fig. 4

는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교량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교량의 공용 중 구조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접

합부의 일체화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평가 즉, 접합

부의 일체화 성능에 대한 피로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에 대한

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합부에 대한 피로실험체

를 제작하여 피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용 중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PS 하중이 집중되는 정착부는 물론 PS 강

봉의 피로 성능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로 성

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여 정착부 및 PS 강봉의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 제안된 교량의 개요

제안된 교량은 앞서 언급한 기존 강합성 라멘교의 접

합부 시공상세를 간략화하여 현장공정이 간결해지도록

제안된 교량으로, RC 라멘교의 경간 중앙부를 플레이트

거더로 치환한 형태의 교량이다.

Table 1은 제안된 교량의 시공 순서 및 각 시공 단계

별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제안된 교량의 시공은 교대

제작, 강재 거더 조립 및 거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PS 강봉 설치 및 긴장, 바닥판 설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Fig. 6은 제안된 교량의 접합부 시공상세를 도시한 것

이다. 강재 거더와 교대의 연결은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

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입하기 전

에 거더와 교대의 밀착을 위해 강재 거더의 base plate와

교대 사이에 무수축 모르타르(non-shrink mortar)를 타설

한다. 무수축 모르타르의 타설은 강재 거더를 임시 지지

체(temporary support)위에 거치시키고 앵커볼트(anchor

bolt)를 이용하여 거더를 교대에 고정시킨 후 이루어진다.

PS 강봉에 도입되는 긴장력은,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

단력을 접합부의 마찰저항력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산정

Fig. 1 Typical shape of integral bridge

Fig. 2 Typical shape of rigid-frame bridge using pre-flex girder

Fig. 3 Example of girder-abutment connection detail in rigid-

frame bridge using steel-concrete composite girders
17)

Fig. 4 Concept of proposed gir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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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긴장력과 휨모멘트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

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긴장력의 합으로 결정된다. 접합

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접합면에 설치되는 앵커볼트와

바닥판에 의한 전단 저항력으로 지지되는 개념으로 설계

된다. 즉, PS 강봉의 긴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저항

력은 전단에 대한 접합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용력이라 할 수 있다.

3. PS 강봉 및 정착부의 거동

활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작용하는 축방향 하중이 크

게 발생하게 되면 PS 강봉은 물론 PS 강봉에 의해 전달

된 하중으로 인해 정착부에 피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PS 강봉에 의해 정착부에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는

쉬스(sheath) 내부를 그라우팅 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

지만, 그라우팅에 의해 부착된 길이가 짧은 경우 PS 강

봉에 상당한 축방향 하중이 작용한다면 피로에 대한 안

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활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에 의한 PS 강봉 및 정착부의

피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피

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PS 강봉 및 정착부의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해

석적으로 검토하였다.

3.1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해석의 대상교량은 교량연장 27.2 m와 교폭

11.4 m를 갖는 도로교에 대하여 설계된 교량이며, 내측

거더 하나에 해당하는 교대, 거더, 바닥판에 대한 모델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유한요소해석

의 대상교량에 대한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유한요소모델에서 교대와 바닥판은 솔리드 요소, 거더

는 판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PS 강봉은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교대의 외측과 강재 거더의 단부에 설치

된 정착판은 각각 솔리드 요소와 판 요소로 모델링하였

다. 지점조건은 교대 바닥면의 모든 이동변위가 고정되

어있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PS 강봉은 쉬스 내부를 그라

우팅하는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대와 절점을 공유하

도록 하였다. 교대의 외측과 강재 거더의 단부에서 정착

판에 의해 PS 강봉이 고정되는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된 PS 강봉의 끝단에서 정착판 요

소와 절점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PS 강봉 이외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도 요소간의 경계에서 절점을 모두 공유하

도록 하여 완전합성으로 거동하도록 하였다.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PS 강

봉에 작용하는 축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PS 강봉이 설치

된 이후에 작용하는 바닥판 하중, 합성후 고정하중 및

활하중(DB-24, 충격 포함)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바닥판 하중은 바닥판이 합성되지 않은 모델의 거더

상부 플랜지에 32.06 kN/m
2 
크기의 등분포하중으로 적용

하였으며, 합성후 고정하중은 바닥판이 합성된 모델의 바

닥판 상면에 3.05 kN/m
2
 크기의 등분포하중으로 적용하

였다. 바닥판 하중과 합성후 고정하중에 대한 등분포하

중의 크기는 설계단계에서 내측거더의 단부에 발생하는

단면력과 동일한 단면력이 유한요소모델에 작용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활하중은 전체 교량에 대한 격자해석 결

과를 바탕으로, 격자해석 모델의 내측 거더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모멘트가 유한요소모델에 작용

Table 1 Construction procedure of proposed girder bridge

 Step  Illustration of construction

 Connection of

girder segment

 Seating girder

on bracket

 Casting mortar

 PS of steel bar

 Casting

deck concrete

Fig. 5 Girder-abutment connection detail in proposed gir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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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활하중의 크기를 결정하여 유한요소모델에 적용

하였다. 활하중의 각 축하중은 축하중의 간격과 교축방

향의 축하중 점유폭을 고려하여 바닥판 폭에 걸친 등분

포하중으로 적용하였다. Fig. 6은 접합부에 최대의 부모

멘트가 발생하게 되는 위치에 활하중이 재하된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바닥판이 합성된 이후에 작용하는 하중(합성후 고정하

중 및 활하중)은 접합부에 부모멘트를 발생시키며, 접합

부에 발생한 부모멘트에 의해 접합부에 인접한 바닥판에

균열응력을 초과하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바닥판

콘크리트의 균열은 단면의 강성 및 중립축의 위치를 변

화시키게 되어 단부의 단면 거동이 달라진다. 따라서 합

리적인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닥판의 균열을 고려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부 바닥판의 균열

을 모사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바닥판과 교대가 연

결되는 위치의 바닥판 요소를 제거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 제거된 요소의 두께는 56.25 mm이며, 깊이는

바닥판을 관통하는 균열을 모사하기 위해 바닥판 두께와

동일한 240 mm로 적용하였다.

3.2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8은 바닥판 균열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계산된 긴장력 도입 이후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PS 강

봉에 발생하는 축력을 나타낸 것이다. PS 강봉에 작용하

는 축력은 강재 거더와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크게 발

생하였으며, 중립축이 PS 강봉의 아래에 형성되면서 상

부에 배치된 PS 강봉의 축력이 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Tables 3과 4는 각각 바닥판 균열을 고려하지 않은 유한

요소모델과 바닥판 균열을 모사한 유한요소모델에 대하여

작용하중별로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최대 인장력)을 정

리한 것이다. Tables 3과 4의 강봉 번호는 Fig. 8에 나타낸

PS 강봉에 좌측부터 우측방향으로 배치된 순서에 따라 부

여한 번호이다. 긴장력이 도입된 이후 외력에 의해 PS 강

봉에 발생하는 축력의 최대값은 바닥판의 균열을 고려한

모델(19.6 kN)에서 그렇지 않은 모델(9.0 kN)에 비해 2배 이

상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S 강봉에 도입하는

긴장력은 긴장력이 도입된 이후 PS 강봉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력을 상쇄하고 전단력에 대한 마찰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정의 압축력을 접합부에 작용시켜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는 개념으로 결정된다. 유한요소해석의 대상교량

에 배치된 PS 강봉에 도입되는 초기 긴장력은 PS 강봉의

허용인장력 357.4 kN(허용응력 = 648 MPa)의 80% 수준인

284 kN으로 결정되었다. Table 4의 결과와 같이, 외력에 의

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은 19.6 kN으로 도입된 긴장

력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Table 2 Dimension of proposed girder bridge for FE model

Design parameter Quantities

Girder height (mm) (center/end of span) 650/1,300

Width of 

flange (mm)

Center of span (top/bottom) 550/550

End of span (top/bottom) 450/450

PS

steel bar

Diameter (mm) 26.5

# of PS bars (upper/lower) 4/4

Anchor

bolt

Diameter (mm) 20

# of anchor bolts 10

Thickness

of steel

plate (mm)

Upper flange

(center/end of span)
14/18

Web 12

Lower flange

(center/end of span)
16/22

Thickness of deck (mm) 240

fck (MPa)
Abutment 40

Deck 27

Fig. 6 Applied live load on FE model

Fig. 7 Side view of FE model at connection considering crack

of deck

Fig. 8 Induced axial force of P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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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긴장력을 포함하여 PS 강봉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

은 303.6 kN으로 허용인장력의 약 85% 수준에 그친다.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18)
에서는 연결부 또는 정착부에

서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긴장재의 응력 범위를

140 MPa로 제한하고 있다. 충격을 포함한 활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19.6 kN)으로부터 응력 범위를 환산하면

35.5 MPa로 제한치(140 MPa)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즉, PS

강봉은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9는 2번 PS 강봉을 기준으로 강재 거더의 단부로

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의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PS 강봉의 축력은 강재 거더의 단

부로부터 교대 외측 정착단 방향으로 멀어지면서 expo-

nential 함수와 유사한 형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교대 외측 정착단에 이르러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외력에 의해 PS 강봉에 작용하는

축력이 19.6 kN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그라우

팅에 의한 부착으로 인해 정착단에 전달되는 축력은 거

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석적인 검토 결과, 교대

외측에 위치한 PS 강봉 정착부는 근본적으로 피로 손상

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접합부에 대한 피로 실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해석적인 검토 결과로부터, PS

강봉 및 정착부에 대한 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제안된 교량을 교량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해석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실증 실험을 통해 공용

중 차량의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반복 하중에 대한 접

합부의 일체화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반복 하중에 대한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4.1 실험체 설계 및 제작

접합부에 대한 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접합부 피

로실험체(Fig. 10)는 유한요소해석 모델(Fig. 6)의 한 쪽

단부를 대상으로 제작하였다. Fig. 11은 피로실험체의 평

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 쪽 단부를 대상으로 제작된 피로실험체는 라멘구조

를 갖는 대상교량과 달리 캔틸레버 구조를 갖는다. 접합

부의 피로성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

계에서 계산된 단면력과 동일한 수준의 단면력이 실험체

의 접합부에 발생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안된 교량의 접합부에 작용하는 단면력과 동일한 수준

의 단면력(전단력 및 휨모멘트)이 피로실험체의 접합부

에 작용하도록 캔틸레버의 팔 길이(접합부로부터 하중재

하 위치까지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이때, 라멘구조를 갖

Table 3 Induced axial force on PS bar

(crack of deck is not considered)

No. of

PS bar

Upper 1 2 3 4

Lower 5 6 7 8

Axial

force

(kN)

Deck

weight

4.2 7.1 7.1 4.2

1.4 2.1 2.1 1.4

Add.

 dead load

0.4 0.4 0.4 0.4

-0.1 -0.3 -0.3 -0.1

Live load
1.4 1.4 1.4 1.4

-0.3 -0.7 -0.7 -0.3

Sum
6.0 9.0 9.0 6.0

1.0 1.2 1.2 1.0

Table 4 Induced axial force on PS bar

(crack of deck is considered)

No. of

PS bar

Upper 1 2 3 4

Lower 5 6 7 8

Axial

force

(kN)

Deck

weight

4.2 7.1 7.1 4.2

1.4 2.1 2.1 1.4

Add.

dead load

2.8 3.1 3.1 2.8

0.6 0.7 0.7 0.6

Live load
8.5 9.4 9.4 8.5

1.8 2.3 2.3 1.8

Sum
15.5 19.6 19.6 15.5

3.8 5.2 5.2 3.8

Fig. 9 Axial force distribution of PS bar (no. 2)

Fig. 10 Completed fatigu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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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교량의 접합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은 캔틸레버 구

조를 갖는 피로실험체의 접합부에 작용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접합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은 접합

부의 상부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켜 접합부의 안

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접합부에 발생하는

압축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피로 실험이 실제 거동에 비

해 불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안전 측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피로 성능 검증 실험은 바닥판 제작까지 이루어진 실

험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설

계하중은 합성후 고정하중과 활하중이라 할 수 있다. 합

성후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해 발생한 전단력은 동일한

크기의 하중을 재하함으로써 실험체에 적용시킬 수 있으

며, 휨모멘트는 하중 재하 위치에서 접합면까지의 모멘

트 팔 길이에 의해 적용시킬 수 있다. Table 5는 피로하

중으로 고려하는 합성후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해 접합

부에 발생하는 단면력(전단력 및 휨모멘트)과 모멘트 팔

길이를 정리한 것이다. 합성후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대

한 모멘트 팔 길이는 각 하중에 의해 발생한 휨모멘트

를 전단력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이다. 최종적인 모멘트

팔 길이는 Table 5의 결과와 실험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5.205 m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모멘트 팔 길이를 기준

으로 접합부에 설계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조정하였다. Table 5에 나타낸 설계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및 실험체의 모멘트 팔 길이로부

터 계산된 합성후 고정하중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은

82.2 kN, 활하중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은 310.0 kN이다.

4.2 실험 방법 및 계측

하중은 Fig. 12와 같이 실험체의 기초가 실험실의 내

력바닥(strong floor)에 유압너트 및 강봉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캔틸레버의 단부 인근에 설치된 재하판을 통해

재하하였다. 피로하중의 최소하중은 합성후 고정하중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인 82.2 kN이 되며, 최대하중은 회

소하중에 활하중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을 더한 392.2 kN

이 된다. 실험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피로실험체에

적용한 최소하중과 최대하중은 각각 80 kN과 390 kN으

로 결정하였다. 피로하중에 대한 피로반복횟수는 일반적

인 피로안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인 2,000,000회로 결정

하였다. 피로하중의 재하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예비 실험 결과로부터 실험체의 진동

이 피로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 1.5 Hz 이하의

속도로 피로하중이 반복되도록 하였다.

Fig. 11 Dimension of specimen for fatigue test on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unit: mm)

Table 5 Calculation of applied fatigue load level

Load
Shear

force (kN)

Moment

(kN-m)

Moment

arm length
(1)

(m)

Applied

load
(2)

(kN)

Additional

dead load
75.8 427.9 5.64 82.2

Live load 

(including 

impact factor)

310.0 1613.4 5.205* 310.0

Sum 385.8 - - 392.2
(1)

Moment arm length = moment/shear force
(2)

Applied load=moment/moment arm length (5.205)



PS 강봉으로 일체화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에 대한 피로 성능 평가│255

피로하중에 의한 접합부의 성능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

여 주요 피로반복횟수에 도달하면 피로실험을 정지하고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재하실험은 하중이 제

거된 상태에서 피로하중의 최대하중과 인접한 380 kN까

지 점진적으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실시하였으며 재하

하중에 의한 실험체의 거동을 계측하기 위해 변위계, 로

드셀, 변형률 게이지 및 균열폭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변위계는 실험체의 전체적인 거동을 검토하고, 강재 거

더의 base plate와 교대와의 접합면에 발생하는 상대변위

를 계측할 수 있도록 Figs. 13과 14와 같이 하중 재하위

치와 접합면에 설치하였다. 상대변위를 계측하기 위한 변

위계는 상부에 위치한 PS 강봉과 같은 높이에서 1번 강

봉(RD-CT-1)과 4번 강봉(RD-CT-2)에 인접하여 설치하였다.

로드셀(Fig. 15)은 재하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작용하

는 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PS 강봉의 정착판과 너트의

중간에 설치하였으며, 접합면과 동일한 면에 위치한 시공

이음과 시공이음 인근의 바닥판에 발생한 균열의 폭을 계

측하기 위하여 균열폭 게이지(Figs. 16과 17)를 설치하였다.

4.3 실험 결과

피로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2회(cycles)에 걸친 예비 재

하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회의 예비가력 단계에서 최대

의 재하하중(390 kN)이 재하된 상태에서 바닥판 및 시공

이음부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시공이음부와 시공이음부

에서 약 700 mm 이격된 위치의 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이 발생한 이후, 하중을 제

거하고 두 번째 예비가력을 실시하는 동안 균열의 진전

에 의한 더 이상의 잔류변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4.3.1 변위

주요 피로반복횟수에 대한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낸 Fig. 18의 결과로부터, 피로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변위 곡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실험체

에 발생한 변위의 최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라 실험체의 전체적인 강성

이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19와 같이

피로반복횟수가 2,000,000회에 이르기까지 변위의 증가량

은 크지 않았으며 급격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실

험체는 접합부 성능 및 바닥판을 포함한 거더의 강성에

급격한 저하 없이 안정적인 거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른 변위의 변화는 후술할 균

열폭의 경향(4.3.2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실험체의 변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시공이음 및 바닥판에 발생한 균열의 진전에 의

Fig. 12 Loading condition for fatigue test (unit: mm) Fig. 13 Installation of displacement transducer for vertical

displacement at loading point

Fig. 14 Installation of displacement transducer for relative

displacement

Fig. 15 Installation of loa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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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면 강성이 감소된 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2 균열폭

Fig. 20은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라 시공이음과 바

닥판에 발생한 균열의 폭이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

이다. 시공이음에 발생한 균열의 폭(CR-1)이 바닥판에 발

생한 균열의 폭(CR-2)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피

로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폭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균열폭은 피로반복횟수가 약 1,000,000

회까지 증가할 때까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가,

1,000,000회 이상의 피로반복횟수에서 시공이음에 발생한

균열의 폭(CR-1)과 달리 바닥판에 발생한 균열의 폭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피

로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바닥판에 복수의 균열이 발

생하면서 시공이음과 달리 균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

고 인근으로 분산되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른 접합면과 바닥판에 발생

한 균열폭의 평균적인 변화는 실험체의 변위(Fig. 19)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실험체의 전체적인 거동은 단

면 상부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이음 및 바닥판의 균열은 접

합부의 성능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3.3 PS 강봉의 축력

Fig. 21은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에 의

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은 피로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위 및 균열

폭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2,000,000

회의 피로반복횟수에서 상부에 위치한 PS 강봉에 발생

하는 축력은 약 8~12 MPa로 바닥판의 균열을 모사한 유

한요소해석으로부터 계산된 합성후 고정하중 및 활하중

Fig. 16 Positions of crack gauges installed (unit: mm)

Fig. 17 Installation of crack gauges

Fig. 18 Load-displacement curves for important fatigue cycles

Fig. 19 Vatiation of displacement with fatigue cycles

Fig. 20 Variations of crack widths with fatigu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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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12.5 kN = 3.1 kN + 9.4 kN)과 유사

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하부에 위치한 PS 강봉에 발

생하는 축력 또한 약 2~3 MPa로 유한요소해석 결과

(3.0 kN = 0.7 kN + 2.3 kN)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즉, PS 강봉에 발생한 축력의 수준과 피로반복횟수의 증

가에 따른 축력의 경향으로부터,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

력의 수준은 PS 강봉 자체의 피로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

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피로반복하중에 의해서도 급격한

접합부 성능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3.4 상대변위

Fig. 22는 피로반복횟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에 의

해 접합면에 발생한 상대변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변위의 크기는 1번 강봉에 인접한 위치(RD-CT-1)에

서 보다 크게 발생하여 교축직각방향으로 비대칭적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로반복하중에 의해 증가

하는 상대변위량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대칭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로반복횟수 1,000,000회

에서부터 상대변위가 균열폭 및 PS 강봉의 축력의 경향

과 비교하여 다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

로하중의 반복에 의해 증가된 상대변위의 크기가 약 0.03

mm에 그치므로 접합부 성능의 저하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로하중의 반복에 의한

상대변위의 증가는 접합부 상부에 발생한 균열의 진전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ig. 23과 같이,

피로반복횟수가 2,000,000회에 이르더라도 재하하중에 의

해 발생한 상대변위는 하중이 제거됨에 따라서 상대변위

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복원되는 사실로부터, 접합부

는 2,000,000회 피로반복 이후에도 일체화 성능을 유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PS 강봉으로 일체화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

합부에 대한 피로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

석 및 접합부에 대한 피로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한요소해석 결과, 긴장력 도입 이후의 작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PS 강봉의 축력은 도입된 긴장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활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응력은 35.5 MPa로 피로를 고려하

지 않아도 되는 긴장재의 응력 범위(140 MPa)에 크

게 미치지 못하여 해석적으로 피로에 대한 안전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피로실험 결과, 실험체는 강성의 급격한 저하 없이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강성 저하의 주된 원인

은 시공이음 및 바닥판에 발생한 균열의 진전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험체에서 계측된 PS 강봉의 축력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해석적으로 확

인된 PS 강봉 및 정착부에 대한 피로 안전성을 실

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4) 피로반복횟수가 2,000,000회까지 반복되는 동안 최

대하중(380 kN)에 의해 접합면에 발생하는 상대변

위의 증가량은 불과 0.03 mm에 그치며, 이때의 상

대변위(약 0.11 mm)는 하중이 제거됨에 따라서 상

Fig. 21 Variations of axial forces with fatigue cycles Fig. 22 Variations of relative displacement with fatigue cycles

Fig. 23 Load-relative displacement curves of RD-CT-1 for

important fatigu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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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복원되었다. 즉, 접

합부는 2,000,000회 피로반복 이후에도 일체화 성능

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S 강봉의 체결에 의한 제안된 교량의 접합부

는 기본적으로 피로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로실험 결과로부터 공용 중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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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대 일체식 교량과 강합성 라멘교는 유지보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신축이음 및 받침이 생략되어 유지관리

및 구조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교량 형식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거더를 교대에 매립하는 형태로 시공되는 접합부

는 시공상세가 복잡하고 접합부의 시공상세를 간략화하여 시공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교량 형식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형식의 교량은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입하여 강재로 제작된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는 형태의 교량이다. 이 연구에

서는 PS 강봉으로 일체화된 접합부의 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합부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및 피로실험을 실시하

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제안된 교량의 접합부는 기본적으로 피로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피로시험 결과로부터 2,000,000회의 피로반복하중이 재하된 상태에서도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교대 일체식 교량, 라멘교, 접합부, 프리스트레스, 피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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