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3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4, No. 4, pp. 453~463, August, 2012

      http://dx.doi.org/10.4334/JKCI.2012.24.4.453

PS 강봉으로 일체화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의 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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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concrete composite rigid-frame bridge is a type of integral bridge having advantages in bridge maintenance

and structural efficiency from eliminating expansion joints and bridge supports, the main problems in bridge maintenance. The typ-

ical steel-concrete composite rigid-frame bridge has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where a part of its steel girder is embedded

in abutment for integrity. However, the detail of typical girder-abutment connection is complex and increases the construction cost,

especially when a part of steel girder is embedded. Recently, a new type of bridge was proposed to compensate for the dis-

advantages of complex details and cost increase. The compensation are expected to improve efficiency of construction by sim-

plifying the construction detail of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In this study, a static load test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behavior of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using real-scale specimens.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the girder-abutment

connection of proposed girder bridge has sufficient flexural capacity and rebars to control concrete crack should be placed on the

top of abutment.

Keywords : integral bridge, steel-concrete composite rigid-frame bridge, connection, prestress, real-scaled experimental test

1. 서 론

교대 일체식 교량(integral bridge)은 유지관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축이음과 교량받침을 배제한

교량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교량 건설 역사가 오래

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축이음이 있는 기존 교량의

대안으로 교대 일체식 교량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1-6)

건설되어 있는 인테그럴브릿지의 거동을 바탕으로 장기

적인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7,8)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교대 일체식 교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10-13)

 아직까지 전형적인 교대 일

체식 교량이 건설된 사례는 많지 않다. 반면, 신축이음

과 받침을 배제하여 교대 일체식 교량의 유지관리 상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RC 라멘교 및 강합성 라멘교가 가

설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합성 라멘교는 강합성 거더를 기존 RC 라멘교의 상

부구조에 적용한 형식으로, 구조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4-16)

 이들 연구에

서 제안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는 강재거

더를 교대 내부에 매립하는 시공상세를 갖는데, 이러한

거더-교대 접합부는 시공상세가 다소 복잡하고 강재거더

를 매립하는 형태에 따라 강재량이 증가하여 교량건설비

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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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PS 강봉을 이용하여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는 형태의 교량인 PIC 거더교(Prestressed

Integral Composite Girder Bridge)가 제안되었다.
17)

 Fig. 3

은 PIC 거더교의 개념을 보여준 것이다. 기존 강합성 라

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는 강재거더의 단부를 교대에

매립되어 있는 강재프레임에 강결시켜 일체화 성능을 확

보하는 구조인 것에 반해, PIC 거더교의 거더-교대 접합

부는 PS 강봉에 의해 일체화 성능을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Fig. 4는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이 불완전하

여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일체식 교대 교량의 예를 보

여준 것이다.
13)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이 떨어

지면, 거더와 교대가 완전한 강체거동을 하지 못하면서

접합부 인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사용성 및 내구성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은 강합성 라멘교의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

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IC 거더교를 실교량에 적용하기에 앞서, PS

강봉으로 일체화되는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더-교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에 대한 평가는 접합

부에 발생하는 극한하중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차량

의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접합부의 피로에 대한 장기적

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PIC 거더교의 거더-교

대 접합부의 피로성능에 대한 해석 및 실험적 연구
18)
가

수행되었다. 피로성능에 대한 해석 및 실험 결과로부터,

피로반복하중에 대한 거더-교대 접합부의 장기적인 안전

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피로실험체에 대한 실험 세팅상의 한계로 인하여 설계하

중을 넘어서는 하중에 대한 거동은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S 강봉으로 일체화된 PIC 거더교의 거

더-교대 접합부의 거동 및 일체화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

여 실물크기로 제작된 PIC 거더교 모형을 이용한 정적

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2. PIC 거더교의 접합부 설계

PIC 거더교의 거더-교대 접합부는, 거더의 단부를 교

대의 내부에 매립하는 대신, 거더와 교대를 제작한 이후

Fig. 5와 같이 거더와 교대를 PS 강봉으로 체결하여 일

체화시키는 상세를 갖는다. 즉, 거더를 교대 전면에 거

치한 이후 교대를 관통하여 배치되는 PS 강봉에 긴장력

을 도입함으로써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결해지는 장점을 갖는다.

PIC 거더교의 시공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거더 및 교대 제작, 강재 거더 거치, 무수축 모르

타르 타설, PS 강봉 설치 및 긴장, 바닥판 설치의 순서

로 이루어진다. 거더의 단부에는 PS 강봉의 정착을 위한

보강재와 추가적인 가로보강재를 갖는 밑판(base plate)

이 설치되며, 밑판의 제원은 강재 주형의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

Fig. 4 Crack on girder-abutment joint: (a) MED-71-0342

bridge (Ohio) in US, (b) Crack in abutment part

Fig. 3 Concept of proposed girder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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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Girder-abutment connection detail in proposed girder

bridge

Fig. 1 Typical shape of integra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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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에 대한 설계는 PS 강봉의 제원과 긴장력을 결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PS 강봉의 제원과 긴장력

은 접합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고려하여 결

정하게 된다.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 접합부에 작용하

는 휨모멘트는 바닥판 타설하중, 추가 고정하중(방호울

타리 자중 및 포장 하중) 및 활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반

면,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

에 작용하는 하중과 더불어 거더의 자중에 의해서도 발

생한다.

PS 강봉에 도입되는 긴장력은,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

단력을 접합부의 마찰저항력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산정

된 긴장력과 휨모멘트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

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긴장력의 합으로 결정된다.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접합면에 설치되는 앵커

볼트와 바닥판에 의한 전단 저항력으로 지지되는 개념으

로 설계된다. 즉, PS 강봉의 긴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마

찰저항력은 전단에 대한 접합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용력으로 고려된다.

라멘구조를 갖는 PIC 거더교의 접합부는 외력에 의해

휨모멘트와 함께 압축력의 작용을 받는다. 접합부에 작

용하는 휨모멘트는 PS 강봉에 인장력을 발생시키며, 외

력에 의한 압축력은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일부

를 상쇄시키게 된다.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안

전측의 설계를 위해 압축력에 의한 인장력 상쇄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접합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만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PS 강봉의 제원은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고려하여 산

정된 긴장력과 외력에 의한 최종적인 PS 강봉의 인장력

이 허용인장력을 넘지 않도록 결정한다.

3. 실물모형실험체를 이용한 정적재하실험

이 연구에서는 PS 강봉에 의해 일체화되는 PIC 거더

교의 접합부에 대한 거동 및 일체화 성능을 검토하고 공

용중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물모형실험체를 이용

한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3.1 대상교량의 제원 및 접합부 설계

실물모형실험 대상교량은 교량연장 27.2 m와 교폭 11.4 m

를 갖는 도로교에 대하여 설계된 PIC 거더교이다. 대상

교량의 벽체는 RC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벽체를 포함하

여 기초의 하단으로부터 바닥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10 m

로 설계되었다. 대상교량의 접합부에 설치되는 PS 강봉

은 Fig. 5와 같이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인접하여 상하부

에 각각 4개씩 총 8개를 배치하였으며, PS 강봉의 직경

은 26.5 mm를 적용하였다. Table 2는 실물모형실험 대상

교량에 대한 제원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교량은 Table 1에 나타낸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설

계하였으며,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의 시공단계에서 접

합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와 전단력은 Table 3과 같다.

PS 강봉의 제원 및 긴장력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 및 휨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

도록 결정되었다. PS 강봉의 긴장력(Fps)에 의한 마찰저

항력(Va)은 밑판과 무수축 모르타르 간의 마찰계수(µ)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식 (1)에서 마찰

계수는 밑판과 그라우팅면에 대한 마찰계수인 0.6을 적

Table 1 Construction procedure of PIC girder

Stage Illustration of construction

Fabrication of

abutment & girder

Seating girder on

temporary support

(bracket)

Casting mortar

PS of steel bar

Casting

deck concrete

Table 2 Dimension of PIC girder bridge for experiment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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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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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9)
 충분한 마찰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2.0 이

상의 안전율(FS)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합

은 612.9 kN이며, 마찰저항력은 식 (1)로부터 2043.0 kN으

로 계산된다. Table 2와 같이 대상교량의 접합부에 총 8

개의 PS 강봉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마찰저항력을 확보

하기 위해 PS 강봉에 도입되어야 할 긴장력은 각각 255.4

kN 이상이 필요하다.

Table 4는 PS 강봉이 설치된 이후 각 시공단계별로 휨

모멘트에 의해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정리한 것

이다. Table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합은 총 22.3 kN이므로, PS 강봉에 도입되어야

할 최종적인 긴장력은 마찰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장

력(255.4 kN)에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22.3 kN)을 합

한 277.7 kN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PS 강봉에 도입되는 초기 긴장력은 전단

력과 휨모멘트를 지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긴장력(277.7 kN)

을 고려하여 PS 강봉의 허용긴장력(357.4 kN)의 약 80%

수준인 286 kN으로 결정하였다. 초기 긴장력이 도입된 이

후에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22.3 kN이므로, 최종

적으로 PS 강봉에 308.3 kN의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며,

이 값은 PS 강봉의 허용인장력(357.4 kN)을 넘지 않는 수

준으로 공용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3.2 실험체의 설계 및 제작

실물모형실험을 위하여 대상교량의 내측 거더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기초 및 벽체를 포함한

실험체의 전체 높이는 실험실 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3.29 m로 감소시켰다. Fig. 6은 실물모형실험체의 형상 및

V
a

µF
ps

F.S.
-----------=

Table 3 Shear and moment at the connection in each con-

struction stage after installation of PS bars

Stage Load
Shear

(kN)

Moment 

(kN-m)
etc.

Removal of

Temporary

supports

Weight of

steel girder
35.5 - -

Casting Deck

Concrete

Weight of deck

concrete
192.1 -1,078.9 -

After curing

concrete

Additional

dead load
75.8 -427.9 -

Live load

(DB-24)
310.0 -1,613.4 Impact

factor

= 0.223
Live load

(DL-24)
265.4 -1,405.2

Sum 612.9 -3120.3 -

Table 4 Induced tensile force on PS bar in each construction

stage after installation of PS bars

Stage Load
Moment

(kN-m)

Tensile force on

PS bar (kN)

Casting Deck

Concrete

Weight of

deck concrete
-1,078.9 8.1

After curing

concrete

Additional

dead load
-427.9 2.1

Live load

(DB-24)
-1,613.4 12.1

Sum -3,120.2 22.3

Fig. 6 Shape and dimensions of the real-scaled specime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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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을 나타낸 것이며, Fig. 7은 제작이 완료된 실물모형

실험체의 전경을 보여준다.

3.2 실험 방법

PIC 거더교는 기초가 고정된 라멘구조로 거동하므로,

실험체에 동일한 지지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강봉과 유압

너트를 이용하여 실험체의 기초를 반력 바닥에 고정시켰

다. 기초를 고정하기 위해 각 기초에 사용한 강봉은 총

8개이며,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초에 미리 준비한

홀(hole for steel bar)을 통해 지간 내부와 외부에 각각 2

개와 6개의 강봉을 배치하였다. 재하실험 중에 기초가

반력 바닥에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

하중의 5배에 이르는 하중까지 기초와 반력 바닥이 밀

착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긴장력을 유압너트를 이용하여

강봉에 도입하였다. 또한, 기초와 반력 바닥의 접지간격

(강봉의 간격, 4,100 mm)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초의 지

지력이 실험체에 정확하게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 Fig.

8(a)와 같이 기초를 거치하기 전에 강봉이 설치되는 위

치에 20 mm 두께의 지압판을 배치하여 정확한 접지간격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하중은 경간 중앙부에 순수한 휨모멘트를 발생시

키고 양 단부에 계획된 단면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2점에서 재하하였다.

실험체에 재하하는 하중의 위치 및 크기는 설계 단계

에서 계산된 내측 거더(바닥판 포함)의 단부에 작용하는

단면력(전단력 및 휨모멘트)과 유사한 단면력이 실험체

의 접합부에 발생하도록 결정하였다. Fig. 9에 나타낸 하

중의 위치는 재하하중에 의해 설계단계에서 계산된 휨모

멘트 및 전단력과 가장 유사한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발

생하는 위치이다. Table 5는 설계계산에 의한 접합부의

휨모멘트와 동일한 휨모멘트를 발생시키는 등가의 재하

하중(전단력)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하하중은 설

계하중 상태(등가 재하하중 = 388.9 kN)는 물론 극한하중

상태에서의 접합부의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 여건

을 고려한 최대 하중(약 1,500 kN)까지 증가시켰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설계 결과의 타당성 검토

실험체의 거동을 바탕으로 설계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하중을 재하하면서 실험체에 발생하는 변

위와 단면의 변형률을 계측하고 프레임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다.

실험체에 대한 프레임해석 모델(Fig. 10)은 설계단계의

해석에 사용한 모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하였다.

프레임해석은 상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09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지점 조건은 강봉과 유압

너트에 고정된 실험체의 지지조건을 반영하여, 기초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양단을 고정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하중은 실험체에 적용한 하중과 동일한 위치에 재하하

였다.

실험체에 발생하는 변위는 Fig. 11에 나타낸 위치에 설

치된 변위계로부터 계측하였으며, 변형률 게이지는 접합

Fig. 7 View of the real-scaled specimen

Fig. 8 Setting of foundation

Fig. 9 Position of the applied load (unit: mm)

Table 5 Equivalent applied load

Load Shear (kN)
Moment

(kN-m)

Equivalent load

(kN)

Additional

dead load
75.8 -427.9 81.5

Live load 310.0 -1613.4 307.4

Sum 385.8 -2041.3 388.9

Fig. 10 Frame model for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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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부터 약 750 mm 이격된 위치의 단면(단면 A)에

Fig. 12와 같이 설치하였다.

실물모형실험은 지간중앙부 단면의 거동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과 거더-교대 접합부의 거동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지간중앙부에 대한 재하

실험은 거더-교대 접합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되었다. 선행된 실험의 재하하중은 Table 5에 정리

한 전단력의 합(385.8 kN)과 유사한 390 kN을 적용하였

으며, 실험체의 지간중앙부에 설계상의 최대 모멘트(861.5

kN)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Fig. 13과 같이 거더-교대 접

합부에 대한 실험체에 비해 지간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하중을 재하하였다.

거더-교대 접합부 실험체에 적용된 하중의 위치에 비

해 선행된 실험의 하중 위치가 중앙부에 가깝기 때문에,

접합부에 발생하는 모멘트(2,985.9 kN)가 설계단계에서

계산된 모멘트(2,041.3 kN)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선행된 실험을 수행하면서 접합부 상단에

휨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거더-교대 접합부에 대한 실험

은 접합부 상단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설계단계에서 바닥판 콘크리트 단면은 부모멘트가 작용

하는 단면의 유효단면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

한 실험체의 상태는 균열이 없는 상태에 비해 설계개념

에 가까운 상태라 할 수 있다.

Fig. 14는 설계하중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 이내에서

발생한 실험체의 변위를 프레임모델의 변위와 비교한 것

이다. 실험체는 설계하중 이내에서 선형-탄성적인 거동

을 보였으며, 해석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Fig. 15는 실험체의 접합면에서 750 mm 이격된 위치의

단면에 발생하는 변형률의 분포를 설계단계의 단면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체의 휨변형량은 단

면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작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단계의 단면 해석에서 바닥판 콘크리트의 강

성이 무시되는데 반해, 실험체의 바닥판 콘크리트는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단면의 휨강성에 일부 기여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해석에서 고

려한 휨강성과 실험체에 발현된 휨강성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실험체의 변형률 분포와 단면해석에 의한 변

형률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립축은 실

험체와 단면해석 결과에서 거의 유사한 높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위와 변형률 분포를 기준으로 실험체와 프레임해석

모델의 거동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PIC 거더교의 설계단

계에서 고려한 프레임해석 모델은 PIC 거더교의 거동을

비교적 정확히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Positions of the displacement transducers (DT) (unit: mm)

Fig. 12 Positions of the strain gauges on section A (unit: mm)

Fig. 13 Position of the applied load for the preceded test

(unit: mm)

Fig. 14 Load vs. displacement - design load

Fig. 15 Strain distribution on section A - desig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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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접합부의 극한내력

Fig. 16은 최대하중(1,500 kN)까지 하중을 증가시키면

서 실험체에 발생한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체의 변

위는 약 600 kN의 하중까지 선형-탄성적인 경향을 보였

으며, 단부 바닥판 균열의 진전, 교대의 벽체 및 기초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변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중이 최대하중에 이르렀을 때까지 강재 거더의

밑판과 교대의 무수축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에 눈에 띄

는 이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험체의 파괴는 Fig. 17

과 같이 접합부가 아닌 기초의 전단파괴에 의해 발생하

였다. 즉, 접합부의 극한 내력은 재하실험에서 재하한 하

중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으며, 접합부의 극한내력은 활

하중(307.4 kN)의 4.6배 이상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4.3 접합부 상대변위

PS 강봉에 의해 체결된 접합부의 거동을 검토하기 위

하여, Fig. 18과 같이 밑판의 양 측면에 설치된 변위계로

부터, 재하하중에 의해 밑판과 교대와의 시공이음면에 발

생하는 상대변위를 측정하였다.

Fig. 19는 최대하중까지 하중을 재하하면서 시공이음

면에 발생한 상대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시공이음면의 상

대변위는 상단에 배치된 PS 강봉과 동일한 높이에서 계

측되었으며, 하중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600 kN의 하중에서부터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최대하중이 재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대변

위는 최대 0.9 mm로 값이 크지 않고, 하중이 제거되면서

상당 부분의 상대변위가 복원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PS 강봉에 의해 체결된 접합부는 공용 중 안전성을 확

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20의 그래프와 같이, 설계하중 내에서 발생

한 상대변위는 최대 0.07 mm로서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

의 상실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4.5 PS 강봉의 축력

시공이음면에 대한 상대변위와 더불어, PS 강봉에 발

생하는 축력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21에 표시

한 강봉의 정착부에 로드셀(load cell)을 설치하였다. Fig.

22은 설치된 로드셀을 보여준 것이다.

Figs. 23과 24는 각각 최대하중까지 하중을 재하하면서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PS 강봉에 작용하는 축력의 최대값

Fig. 18 View of DT installed for relative displacement

Fig. 17 Shear failure of foundation

Fig. 16 Load vs. displacement - max. load

Fig. 19 Load vs. relative displacement - max.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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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40 kN으로서 PS 강봉에 도입된 긴장력인 286 kN

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중이 제거되면서 PS

강봉에 발생한 축력의 상당부분이 감소함으로써 최대하

중이 가력된 이후에도 거더와 교대의 일체화를 위한 PS

강봉의 긴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축력의 수준은

최대 10 kN 내외로 설계하중(합성후 고정하중 +활하중)

에 대하여 예측된 PS 강봉의 축력(14.2 kN)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휨모멘트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긴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4.4 PS 강봉의 변형률 분포

재하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PS 강봉의 축력이 교대의

경간 외측에 설치된 인장 정착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기 위하여, Fig. 25와 같이 PS 강봉의 축방향을 따라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고 변형률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Fig. 26은 교대 A측의 위열 중앙에 배치된 PS 강봉

(APS#3)을 기준으로, 재하하중의 수준 별로 강재 거더의

밑판으로부터 PS 강봉의 축방향을 따라 변화하는 축방

향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PS 강봉은 긴장력을 도입한

이후에 그라우트 모르타르에 의해 교대와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PS 강봉에 작용하는 축방향 변형률은 밑판에서

멀어질수록 교대와 PS 강봉과의 부착력에 의해 점차 감

Fig. 20 Load vs. relative displacement - design load

Fig. 21 Position of load cells

Fig. 22 View of installed load cells

Fig. 23 Load vs. induced axial force on PS bar - max. load

Fig. 24 Load vs. induced axial force on PS bar - desig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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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PS 강봉의 축

력이 전달되는 깊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설계하중을 다소 초과하는 489 kN의 하중이 재하되는 시

점까지는 PS 강봉에 작용하는 축력이 밑판에서 약 400 mm

떨어진 지점 이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S 강봉에 긴장력을 도입하고 그라우팅을 실시한 이

후, 외력에 의해 경간 외측의 인장 정착단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대하

중이 재하된 상태에서도 인장 정착단에 전달되는 PS 강

봉의 인장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용 중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인장 정착단

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수준의 축력은 전달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5 철근의 변형률 분포

바닥판으로부터 교대 내부로 연장되어 매립된 철근의

응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27과 같이 교대의 상부 철

근에 교축방향을 따라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고 철근에

발생하는 축방향 변형률을 검토하였다.

Fig. 28은 재하하중에 의해 교대의 상부 철근에 발생

하는 교축방향 변형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철근의

변형률이 전달되는 깊이는 PS 강봉에 비해 다소 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계하중을 다소 넘어서는 489 kN의 하

중에서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은 시공이음부로부터

약 600 mm 떨어진 지점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하중이 증가하면서 철근으로 전달되는 인장응력은 시

공이음부로부터 약 1,100 mm 떨어진 위치까지 전달되었

다. 따라서 교대 상부에 발생하는 균열폭을 제어하기 위

해서는 시공이음부에서 교대 내측으로 약 600 mm 떨어

진 지점까지 철근이 배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접합부 균열폭

바닥판 및 교대의 상부에 발생하는 균열폭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29와 같이 양측 교대에서 균열폭이 가장 크

게 발생한 균열을 대상으로 균열폭을 계측하였다.

최대 하중에서 발생한 최대 균열폭은 Fig. 30과 같이

교대 상부에서 발생한 균열(CR-B-2)에서 나타났다. 따라

Fig. 25 Positions of strain gauges on PS bars (unit: mm)

Fig. 26 Strain distribution on PS bar for each load level

(APS#3)

Fig. 27 Positions of strain gauges on steel rebar (unit: mm)

Fig. 28 Strain distribution on rebar in abut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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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철근의 변형률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같이, 교대 상부

의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철근을 시공이음면으로부터 일

정구간(600 mm) 떨어진 위치까지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물모형실험체의 경우 시공이음면으로부터 약 850

mm 떨어진 위치까지 철근이 배근되어 설계하중에 의한

균열폭은 Fig.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설계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의 균열폭

을 나타낸 Fig. 31의 그래프와 같이, 설계하중에 의해 발

생하는 최대 균열폭은 0.15 mm로서 도로교설계기준
19)
에

서 제시하는 허용균열폭인 0.3 mm에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PS 강봉으로 체결된 PIC 거더교의 교

대-거더 접합부의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물모형실

험체를 이용한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정적재하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대한 마찰저항력을 확

보하고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상쇄시키는

개념으로 설계된 접합부는 설계하중의 약 4.6배 이

상에 이르는 극한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설계하중에 의해 PS 강봉으로 체결된 접합부에 발

생하는 상대변위는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한 상

대변위도 하중이 제거되면서 대부분 복원되는 것으

로 나타나, 공용중 접합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설계하중에 의해 PS 강봉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마

찰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긴장력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으로, 접합부의 일체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라우팅을 통해 PS

강봉을 교대와 합성시킴으로써 PS 강봉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교대 외측의 인장 정착부에 전달되지 않

기 때문에, 인장 정착부에 대한 공용 중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바닥판 및 교대의 상부의 균열에 대한 사용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교대 내측에 배치된 철근을 통해

전달되는 인장력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구간에 걸쳐

균열폭을 제어하기 위한 철근을 배근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실물모형실험체와 같이, 교대의 상부의 일

정구간에 걸쳐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경우, 균열에

대한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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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합성 라멘교는 교대 일체식 교량과 같이 유지보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신축이음 및 받침이 생략되어 유

지관리 및 구조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교량 형식이다. 통상적인 강합성 라멘교는 강재로 제작된 거더의 일부를 교

대에 매립하는 형태로 거더와 교대가 일체화된다. 거더를 교대에 매립하는 형태의 거더-교대 접합부는 시공상세가 복잡

하고 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기존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의 시

공상세를 간략화하여 시공효율 향상시킨 PIC 거더교가 제안되었다. PIC 거더교는, 거더를 교대에 매립하는 상세 대신,

PS 강봉을 이용하여 거더와 교대를 일체화하는 접합부 상세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PIC 거더교의 거더-교대 접

합부에 대한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물모형실험체를 이용한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PS 강봉에 의해

체결되는 거더-교대 접합부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균열에 대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대 상부에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철근 배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교대 일체식 교량, 강합성 라멘교, 접합부, 프리스트레스, 실물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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