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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utment-to-pile connection in an integral abutment bridge is vulnerable to lateral displacement induced by thermal movement of 

the superstructure.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merely focused on the conne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onnection, new abutment-to-pile connection designs were proposed based on quasi-static nonlinear finite element model. The 

reinforcement detail specified in PennDOT DM4 and HSS tube were barely effective in controlling crack growing but spiral rebar 

effectively performed to delay crack growth as well as absorbing energy capacity. However, it was found that delaying cracking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also caused the high lateral load in superstructures. Consequently, shape of HP pile were modified to 

introduce plastic hinge of the HP pile for reducing the lateral load in superstructures. Connections with modified HP pile significantly 

prevented crack propagations under the latera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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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미과 유럽에서는 최근 30년간 10,000개 이상의 일체

식 교  교량이 성공 으로 건설되어 사용 에 있지만

(Arockiasamy, 2004), 국내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기본 인 거동을 분석하기 한 기 연구(Park et al., 

2001; Ahn et al., 2010)가 간헐 으로 진행되어 왔다. 기

존의 조인트 교량은 온도변화에 의한 교량의 신축을 허용하기 

하여 20세기  교량의 등장 이후 용되어 재까지 

부분의 교량에 용되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통량과 

교량의 노후화가 격히 진행됨에 따라 유지 리에 있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신축이음은 교량의 수명과 지속성, 유지

리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공사비, 시공성, 구조안정성, 유지 린 측면

에서 우수한 일체식 교  교량을 사용하기 시작하 고, 재 

북미에서는 기존의 조인트 교량을 보수보강 시에 일체식 교  

교량으로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체식 교  교량은 

Fig. 1과 같이 신축이음부를 제거하고 거더와 바닥 의 상부

구조와 하부교 를 일체식으로 타설하여 상부구조의 양단부를 

구속시키는 형식이다. 온도변화에 의한 교량의 신축에 응하

기 하여 교 의 경사말뚝을 제거하고 말뚝의 유연성 증가를 

해 약축방향으로 항타된 H형 강말뚝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

만, 온도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 교량의 특성상 길이에 제한

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콘크리트교의 경우 최 교장 

358.4m, 강교의 경우 최 교장 318.4m의 교량을 신축이음 

없이 시공한 사례가 있으나(Kunin et al., 2000) 국내에서는 

재 콘크리트교는 120m, 강교는 80m로 제한되어(Korea 

Express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2009) 장 교



일체식 교  교량의 횡변 를 한 교 와 H형 말뚝 연결부의 개발

31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4호(2013.8)

Fig. 1 Schematic of Conventioinal Jointed Bridge and 

Integral Abutment Bridge

Fig. 2 Concrete Model(Lee et al., 1998, Coronado, 

2006)

량에 사용되기 해서는 변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체식 교  교량의 교 와 말뚝의 연결부는 교  교량의 

길이를 증 시키고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강말뚝과 콘크리트 교 는 강성의 차이로 인해 

교량의 변 가 한계치 이상 증가하면 교  콘크리트에는 균

열이 발생한다(Baptiste et al., 2011; Frosch et al., 

2009). 이를 보완하기 해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결

부에 한 실험  연구(Kim et al., 2009)가 있었으나, 연

결부의 강성증가는 상부구조의 축력을 발생시키며, 교  콘

크리트의 강성이 일정하며 연결부의 강성도 거의 일정하므로 

큰 변 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 -말뚝의 연결부는 충

분한 수평 변 를 허용할 수 있는 낮은 강성과 동시에 콘크

리트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일체식 교  교량에서 장 화와 내진성능 향상을 해서 

필수 인 교 -말뚝의 연결부에 해서 수치해석 방법을 통

해서 강성을 이고 허용변 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연결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콘크리트의 균열 모델링

이 장에서는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과정과 이의 역학 인 

분석, 그리고 이를 기 로한 수치해석 모델에 하여 설명한

다. 유한요소 해석법을 사용하여 일체식 교  교량의 교  

콘크리트 균열(crack) 발생시   균열의 진 방향 등을 

악하고 교량 상부구조의 온도신축에 의한 교 변 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 -말뚝 연결부 의 설계를 

목 으로 콘크리트 균열의 모델을 설정하 다. 균열의 진

을 한 면에서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델은 3D로 개발되었

으며 균열이 발생한 시  이후에도 균열의 진 방향  최종

균열 발생의 형태를 확인하기 하여 비선형과도해석(non- 

linear transient analysis)을 수행하 다.

2.1 콘크리트 균열 이론 

콘크리트의 균열을 별하기 해서 Damage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 다. Lee and Fenves(1998)의 구성방정

식(constitutive law)을 기본 으로 사용하는 재료모델로서 

콘크리트 재료의 항복면을 정의하기 해 본 모델에서는 편

차면(Deviatoric Plane)에서 2/3의 값을 사용했다. 

값은 압축과 인장에서의 항복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며 

기본 으로 2/3의 값을 채택하나 추가 인 민감도 해석이 필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교 -말뚝 연결부의 개발

을 목표함에 따라 값에 따른 민감도해석은 연구범 로 고

려하지는 않았다. 평면응력면에서의 항복면을 살펴보면 Fig. 

2과 같다. 강재의 경우는 원 을 기 으로 타원형 모양의 인

장과 압축에서 비슷한 항복면(Yield Surface)을 보이나 콘

크리트의 경우 인장과 압축에 한 물성치가 다르므로 Fig. 

2에서처럼 인장 역이 매우 작고 압축 역이 큰 비 칭의 항

복면으로 평면응력면 상에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의 비 칭 항복면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술한 바와 같이 Lee and Fenves(1998)의 항복면을 

활용하 으며 자세한 설명은 Coronado(2006)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Fig. 2의 항복면 정의에 따라 콘크리트의 항복(균열발생)시

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비선형 해석에 속하는 소성(Plas-

ticity), 손상(Damage), 경화(Hardening), 연화(Softening), 

반복하 에 의한 강성 하(Stiffness degradation)  압축

응력 발생 시의 강성회복(Stiffness recovery)등을 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다. 소성(Plasticity)을 정의하기 해 Modified 

Drucker-Prager의 Flow Potential을 사용하 으며 Cap모

델은 고려되지 않았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항복면 외부에 응력

이 치할 경우에 발생한다. 일단 균열이 발생한 이후 균열의 

진 은 콘크리트 내부의 괴에 지(Fracture Energy)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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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erstructure Cross Section

Fig. 4 Schematic of Numerical Model

Fig. 5 Schematic of Numerical Model

해서 결정이 된다. 실제 인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실험을 

통해 균열에 지를 확인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한 콘크

리트의 기본물성치를 활용하여 아래 수식과 같이 CEB-FIP 

(2010)의 추천식을 사용하여 측하 다.

  
 (1)

  ∙
 (2)

여기서, 은 콘크리트의 측 인장강도(MPa), 는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MPa),  는 콘크리트의 측 괴에 지

(N/m) 는 콘크리트의 평균 실험 압축강도(MPa)를 뜻

한다. 

실제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이후 괴에 지의 연화 곡선

(Softening Curve)은 다양한 형태로 단순화 될 수 있다. 그 

형태는 선형(Linear), 이단선형(Bi-linear) 등이 있을 수 있

으나 콘크리트의 괴에 지가 같다는 조건하에 연화곡선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여도 균열해석결과  용하  측 등에

는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Lu et al., 

2005; Bazant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화 

곡선의 형태를 선형으로 단순화하여 해석에 용하 다. 

2.2 수치해석모델

일체식 교  교량의 교  균열은 교  콘크리트와 H형 강

말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2013)에서 사용된 교 -말뚝 상세 모델링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하지만, 일체식 교  교량에서는 상부구

조의 강성이 교 의 거동에 향을 미치므로 상부구조의 회

강성(Rotational Stiffness,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교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하여 

Kim and Laman(2012)의 연구내용을 활용하여 회 강성

을 고려하 다. 한 상부구조와 교 를 연결하는 교  뒷벽

(Backwall)은 균열발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석의 단

순화를 해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는 보요소

(Beam element)로 고려하여 상부구조의 모델링을 단순화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화 한 일체식 교  교량의 

모델은 Fig. 4와 같다. 모델링된 콘크리트 교 는 1m의 정

육면체로 가정하 고, 1m 간격으로 약축으로 항타된 HP 

310×110의 말뚝이 450mm 콘크리트 교 에 매입된 것으

로 가정하 다. Fig. 5에서와 같이 콘크리트의 모멘트 성능

과 강말뚝의 모멘트 성능이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도록 최

화 한 것이 450mm의 매입길이를 나타낸다. 이 모델을 기본 

모델로 하여 경계조건  말뚝 연결부 의 조건을 바꾸며 연

구를 진행하 다. 균열의 진 을 입체 으로 확인하기 하

여 3D 해석을 수행하 으며 형상이 칭인 을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한 실제의 경우 말뚝이 지반(Soil)에 매입되어 있어 지

반과 말뚝의 상호작용에 따른 지반경계조건이 고려되어야 하

나 콘크리트 균열해석에 이미 많은 요소가 사용되고 해석기

법의 단순화  해석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Frosch 등

(2009)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등가말뚝길이를 산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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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ree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를 모델에 사용하 다.

콘크리트  강재의 탄성계수는 각각, 21.76GPa과 200 

GPa이 사용되었으며 균열형상을 확인하기 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은 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이 사용되었

다. 강재는 단순히 탄성-완 소성 모델(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을 사용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변형은 Hog-

nestad의 압축응력-변형률 계를 따른다고 정의하 으며 콘크

리트의 인장변형은 정의된 콘크리트 괴에 지의 선형연화곡선

(Linear softening curve)과 CEB-FIP(2010)의 련 식에 

따라 정의하 다. 계산된 콘크리트의 괴에 지는 126 N/m이

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인장강도는 각각 20.68MPa  

2.26MPa로 산정하 다. 

3. 균열 패턴 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계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교 의 균열 형

상에 한 선행연구를 수행하 다. 총 3가지의 다른 경계조

건을 고려하 으며 각 경계조건에 따라 균열형상이 매우 상

이한 것을 확인하 다. 

3.1 경계조건 

연구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총 3가지로 다음 Fig. 6과 같다. 

모든 경계조건에서 말뚝의 하부 지지부는 완 히 고정된 것으

로 고려하 으며 상부구조의 도심의 높이를 고려하여 상부구

조의 온도신축에 의한 변 가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첫 번째 경계조건(Case 1)은 수평변 에 해서만 허용하

고 교 의 회 은 구속한 경우이다. 실제 일체식 교  교량

의 경우 부분 높이가 낮은 난쟁이 교 (stub-type)를 사

용하므로, 교 의 회 변이가 구속되는 경우를 고려하 다. 

두 번째 경계조건(Case 2)는 수평변 에 해서 구속하면서 

교 의 회 은 허용한 경우이다. 교 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

는 수평변 보다 회 변 가 지배 이므로 이러한 경우를 고

려하 다(Kim et al., 2012). 실제 교량은 이 두 가지 경계

조건이 조합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3번째 경계

조건(Case 3)은 앞에서 술한 유효말뚝길이를 사용하면서 

의 수평변 와 회 변  경계조건을 모두 허용한 경우이

다.

3.2 경계조건에 따른 균열해석결과

해석결과 수평변 에 따른 교 의 균열은 경계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7는 경계조건에 

따른 균열의 방향을 나타내 다. Case 1의 경우 변 가 가

해진 방향과 반 방향으로 균열이 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2의 경우는 변 가 가해진 방향과 같은 방향으

로 균열이 진 되었음을 확인하 다. Case 3의 경우 의 2

가지 진 방향으로 균열이 모두 발생하여 4방향으로 모두 균

열이 진 될 것으로 상되었으나 Case 1에 가까운 균열의 

형태를 보 다. 이는 Case 3 모델 한 1m의 낮은 난쟁이 

교 를 사용하면서 수평변 에 의한 균열(Case 1)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랜지에 

응력집 에 따른 균열(Crack Initiation)이 발생하 다. 따

라서 균열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강말뚝 랜지의 

모서리 부분을 개선하거나, 철근을 배치하여 균열 항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7 Crack patterns in abutment

4. 말뚝-교  연결부의 개발

경계조건에 따른 균열 패턴의 해석결과를 활용하여 말뚝-

교  연결부를 새롭게 개발하 다. 먼  나선철근 등을 활용

하여 연결부의 철근을 배치하여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방법과 

강말뚝의 형상 자체를 개선하여 새로운 말뚝-교 연결부를 

개발하 다. 각 연결부에 하여 100mm의 변 (콘크리트 

교의 교장=463m, 강교의 교장=347m)에 하여 균열의 

발생정도를 확인하 다. 최종 으로는 개발된 여러 연결부의 

에 지 흡수량  균열 발생시  등을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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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nnDOT Rebar Connection Detail

(a) Crack pattern on PennDOT specification

(b) Rebar stressed zone after complete crack

Fig. 9 Analysis Result of PennDOT connection

4.1 연결부의 철근 배치

균열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3가지의 철근을 배치하

여 결과를 비교하 다. 재 세계 으로 일체식 교  교량의 

교 와 강말뚝의 연결부 상세를 제시한 설계기 은 없으나, 

유일하게 PennDOT(2007)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이를 용하여 첫 번째 안으로 검토하 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균열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는 나선철근도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한 매입되는 말뚝 부 에 강튜 (Steel Tube)를 설치함으

로서 균열의 진 을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 수치해석

결과 나선철근은 효과 으로 균열의 진 을 제어하고 균열 

발생시 을 늦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PennDOT(2007)

의 철근 상세와 튜 의 매입방법은 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1.1 PennDOT 형식의 철근 사용(Case 4)

미국의 펜실베니아 교통국(PennDOT)에서는 일체식 교  

교량에서 사용되는 철근 상세를 PennDOT Design Manual 

Part 4(2007)에 수록하 다. 따라서 Fig. 8과 같이 Penn 

DOT상세에 따라 철근을 교 에 매입하 다. 해석상에는 철근

이 콘크리트에 완 히 매입되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미끄

러짐(Slip)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900mm 길이의 D19 철근이 강말뚝의 윗부분에서 150mm 

아래의 웹부분을 통하도록 설계하 다. PennDOT 상세는 

단순히 D19 철근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그 설치

가 경제 일 것으로 상되나 Fig.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로 D19 철근은 균열 제어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PennDOT 상세에 사용된 D19 철근은 균열제어용

이라기 보다는 downdrag force에 의한 말뚝과 교 의 분리를 

방지하기 한 목 이 더 큰 것으로 단된다. 해석결과 균열

은 선행연구로 수행되었던 Case 3와 비슷하게 발생하 으며 

균열의 발생 하   변 도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균열이 발생하기 직 에 발생한 철근의 최 응력은 

6.6MPa이 으며 이것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2% 수 이다. 

철근의 응력은 균열이 완 히 진 된 이후에 격하게 증가하

여 203MPa에 도달하 으며 이는 철근의 항복강도의 68% 수

이다. 균열이 완 히 진 된 이후 매입된 철근이 하 을 감

당하여 Fig. 9(a)에서처럼 철근 매입부 에 균열이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철근의 최 응력의 발생 부 가 철근

과 말뚝 웹의 연결부 인 것을 Fig. 9(b)와 같이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철근이 균열 발생 제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

여 사용철근은 균열이 모두 진 된 이후 말뚝과 교 의 분리를 

방지해 주는 역할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 다.

4.1.2 나선철근 사용(Case 5)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균열의 4방향 발생지 의 진 을 

효과 으로 제어하고자 나선철근을 사용하 다. Fig. 10은 

나선철근의 상세 설계 내용을 보여 다. D13의 나선철근을 

사용하 으며 470mm 지름의 50mm 피치를 사용하여 해석

하 다. 나선철근은 PennDOT에 사용된 철근과 같은 방법

으로 철근이 콘크리트에 완 히 매입되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미끄러짐(Slip)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해석결과 Fig.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나선철근은 균열을 

매우 효과 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100mm의 변

를 가하여도 Fig. 8(a)처럼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Case 3(일반 인 연결부)의 균열이 변  58mm 부근에서 발

생한 것과 비교할 때 효과 인 균열제어 방법이었다. 

나선철근의 강성과 함께 철근 내부의 콘크리트에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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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piral Rebar Connection Detail

(a) Crack pattern on PennDOT specification

(b) Rebar stressed zone after complete crack

Fig. 11 Analysis result of spiral rebar connection

Fig. 12 HSS tube connection detail

(a) First crack pattern at 33mm displacement

(b) First crack pattern at 55mm displacement

Fig. 13 Analysis results of HSS tube connection
(Confinement) 효과가 발생하여 최종 균열의 형태는 Case 

3의 경우와 비슷하게 발생하 으나 균열발생 시   변 는 

Case 3와 비교해서 1.6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도 나선철근의 응력은 352MPa로

서 항복응력 이하임을 확인하 다. 최  철근 응력이 발생한 

지 도 강말뚝의 랜지 부분에 가장 인 한 부분으로 나선철

근이 매우 효과 으로 응력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변 에 따른 높은 하 을 교 에 그 로 달하여 강말뚝

에 높은 응력을 발생시켜 말뚝이 소성변형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나선철근을 사용하면 변 가 증가함에 따라 교

의 횡변 에 한 반력도 함께 증가하여 교량 상부구조에 상당

한 축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보다 효과 인 

교 -강말뚝 연결부를 개발하기 해서 상부구조물의 많은 수

평변 에도 상 으로 낮은 수 의 하 이 교 에 가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1.3 HSS 튜 의 사용(Case 6)

균열의 방지와 시공성 측면에서 기존에 생산되는 HSS 튜

를 사용할 경우 설치가 유리하며 HSS튜 의 강성으로 인

해 균열진 을 제어할 것이라는 단 하에 Fig.12와 같이 

HSS 튜 를 이용하여 균열의 제어효과를 조사하 다. HSS 

튜 는 HSS 508×508×7.9이 사용되었다. 

해석결과 Fig.13과 같이 HSS 튜 의 경우에는 수평변

에 해서 효과 으로 균열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변 가 33mm 발생하 을 경우 균열은 말뚝의 랜

지에서부터 시작하여 HSS 튜 에서 효과 으로 제어하는 것

으로 보 으나(Fig.13(a)) 추가 인 변 (48mm)에 의해 2

차 인 균열이 HSS 튜  모서리 부근에서 발생하기 시작하

여 최종균열이 변  55mm에서 발생하는 것(Fig.13(b))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1차 으로는 말뚝 랜지에서 균열이 발생하나 2차

으로 HSS 튜 와 말뚝이 일체거동을 하게 되어 튜  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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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moved Flange Connection Detail

(a) Crack pattern at 100mm displacement

(b) Plastic strain at 100mm displacement

Fig. 15 Analysis Result of Removed Flange Connection

리에 응력이 집 되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HSS 튜 를 추가하 음에도 강말뚝의 구속효

과로 인해 강말뚝의 강성이 더욱 높아져 Case 3(일반 인 

설계)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더 낮은 변 에서 균열이 발생하

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H형 말뚝과 연결된 교 의 

균열을 제어하기 해 강성이 높으면서 모서리를 가진 형태

의 튜 는 사용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말뚝의 형상 개선(Case 7)

연결부의 철근배치를 통해 나선철근이 사용될 경우 효과

으로 균열을 제어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교 의 강성을 증

가시키는 효과로 상부구조에 높은 축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뚝의 형상을 개선하여 변 의 증가

에도 하 이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소성힌지 구간을 

한 부 에 두는 것을 목 으로 개발되었다. 소성힌지 구

간을 만들기 해 첫 번째로 콘크리트 내부 말뚝의 랜지를 

제거하 으며, 두 번째로 콘크리트 외부 랜지의 폭(width)

을 축소하 다. 랜지의 제거  축소의 결과 높은 변 에

서도 상 으로 낮은 하 이 교 에 달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체형 교  교량의 교 -강말뚝 연결부의 설계는 

말뚝의 형상개선에 따라 효과 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선된 형상이 복잡한 형태라면 시공성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1 콘크리트 내부 랜지의 제거

교 -강말뚝 연결부 의 소성힌지 구간을 발생시키기 해 

Fig. 14와 같이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된 랜지를 제거하 다.

랜지가 제거됨으로서 연결부의 강성은 감소되어 높은 변

에도 상 으로 낮은 하 을 달되도록 하 으며 균열을 

발생시켰던 랜지를 제거함으로서 균열의 발생 변 도 증가

하도록 하 다. 한 랜지가 제거됨으로서 감소된 교 -말

뚝 연결부의 수직하  항력은 추가 으로 설치된 15mm 

강 이 감당하도록 설계하 다. 실제 시공 장에서는 랜지 

부분을 단하거나 웹 부분을 강말뚝의 상단에 용 하여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웹의 모서리는 수직하 에 의한 

응력집 이 상되므로 둥근형태로 깍는 것이 이상 이나 시

공의 편의성을 해 Fig. 14에서와 같이 깎아내어 모서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응력집 을 미연에 방지하 다. 한 지

반 침하에 의한 downdrag force에 항하기 하여 웹부분

에 스터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D19 철근을 웹에 추가

으로 용하여 교 와 말뚝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랜지를 제거한 연결부의 주요 해석결과는 다음 Fig. 15

와 같다. Fig. 15(a)에서는 제거된 랜지로 인하여 균열은 

랜지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웹 부분에서 발생한다

는 것을 보여 다. 100mm의 변 에도 효과 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Fig. 15(b)는 교  

단과 매입된 말뚝의 웹 부분에서 이미 소성응력(Plastic 

stress)이 발생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제거된 랜지로 인

해 균열은 발생하지 않으며 효과 으로 큰 변 에도 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2 콘크리트 외부 랜지의 축소(Case 8)

술한 바와 같이 교 -말뚝 연결부 의 소성힌지 구간을 

발생시키기 해 교  단의 랜지의 폭을 Fig. 16과 같

이 축소하 다.

축소된 폭은 랜지의 기존 폭 비 1/3이다. Fig. 5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모멘트 성능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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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duced Flange Connection Detail

(a) Crack pattern at 100mm displacement

(b) Plastic strain at 100mm displacement

Fig. 17 Analysis result of reduced-flange

Fig. 18 Reduced Flange Connection with spiral rebar

트의 모멘트 성능이 랜지가 축소된 강말뚝의 모멘트 성능

보다 높도록 랜지의 폭을 계산하 다. 한 콘크리트 교

와 강말뚝의 연결부의 구조건 성을 높이기 하여 말뚝의 

매입깊이는 450mm에서 600mm로 늘렸다. 랜지의 폭을 

축소함으로서 축소된 랜지 역에서 소성힌지가 최 로 발

생하도록 하 으며 축소된 랜지로 인하여 균열의 발생시

도 늦춰질 수 있도록 하 다.

Fig. 17(a)는 외부 랜지를 축소하 을 경우 100mm 

변 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여 다. 이는 외부 

랜지의 폭을 여 랜지 모서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력

집 을 감소시킨 결과이다. 한 의도한 바와 같이 Fig. 

17(b)는 소성힌지구간이 발생하 음을 보여 다.

이 소성힌지 구간이 발생하면서 추가 인 변 에도 하 은 

선형 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높은 변 에도 상 으로 낮

은 하 을 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mm변

에서 발생한 축소된 말뚝의 소성 변형률은 1.1% 이다. 

4.2.3 외부 랜지의 축소와 나선철근 [Case 9]

Fig. 18에서는 Case 8에서와 같은 축소된 랜지에 말뚝

의 매입깊이는 다시 450mm로 인 후 앞에서 설명한 나선

철근(Case 5)을 사용하여 소성힌지구간을 만들고 추가 으

로 균열제어 성능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랜지의 폭을 축소함으로서 축소된 랜지 역에서 소성

힌지가 최 로 발생하도록 하 으며 나선철근을 추가 으로 

매입함으로서 균열에 한 항성능도 높이도록 한 디자인이

다. Fig. 19은 Fig. 17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다. 균열이 

100mm 변 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계의도에 따라 소성

힌지 구간은 축소된 랜지에서 발생하 다. 하 -변  곡선도 

Case 8과 매우 유사하며 나선철근의 최  변 에서의 최  응

력은 107.7Mpa로서 콘크리트에 구속효과를 발생시키고 강성

을 더하여 균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하 -변  곡선  에 지 흡수량의 비교 

앞에서 설명한 9개 교 -말뚝 연결부의 하 -변  곡선을 

Fig. 20에 비교하 으며 각 Case별 변 와 하   흡수 가능 

에 지(곡선이 포함하는 면 )에 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Fig. 20에서는 균열이 발생한 Case의 경우 선으로 

균열 발생지 을 표시하 다. Case 1번과 2번은 경계조건을 

단순화 시킨 경우로 실제 말뚝의 거동이라 볼 수는 없으나 경계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균열의 진 방향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

을 확인하 다. Case 1번의 경우 회 변 에 해서 구속하고 

Case 2번의 경우 수평변 에 해서 구속하 으므로 비교  

작은 변 에서 균열이 일  발생하 다. Case 3번의 경우는 기

존의 교 -말뚝 연결부이며 보강이나 형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이다. 따라서 Case 3의 거동과 비교하여 새롭게 개발된 연결부 

설계를 평가할 수 있다. Case 6의 경우는 HSS 튜  보강재를 

사용하 음에도 아무 보강재도 사용하지 않은 Case 3(5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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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ck pattern at 100mm displacement

(b) Plastic strain at 100mm displacement

Fig. 19 Analysis Result of Reduced-flange wtih spiral 

rebar

Fig. 20 Comparisons of load-displacement graph 

Displacement 

(mm)

Reaction Force 

(kN)

Energy*

(kN-mm)

CASE 1 14 64 439 

CASE 2 22 49 539 

CASE 3 58 90 2610 

CASE 4 61 93 2827 

CASE 5 93 137 6371 

CASE 6 56 83 2303 

CASE 7 100 100 5940 

CASE 8 100 120 6694 

CASE 9 100 120 6699 

* Energy : Area under the load-displacement curves

Table 1 Comparisons of all cases

에 비해 일  균열(56mm)이 발생하 다. 말뚝의 거동이 튜

로 직 으로 달되어 말뚝과 튜 가 일체거동을 하면서 튜

모서리와 교 모서리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은 역에서 균

열이 조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에 지 흡수량은 Case 3의 

기존 연결부(2610kN-mm)보다 작게 나타났다.

Case 4, 5, 6은 모두 강재를 사용하여 연결부를 보강시

킨 경우이며 모두 100mm에 도달하기 에 최종균열이 발생

하 다. 반면에 말뚝의 형상을 변경시킨 Case 7, 8  9는 

모두 100mm 변 에서도 균열의 발생이 없었다. 한 강재

를 사용하여 연결부를 보강한 경우보다 하 이 게 발생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부구조의 수평변  발생에 

능동 으로 응하는 연결부 를 개발하기 해서는 연결부

의 소성힌지 구간을 만들고 추가 인 보강을 하는 것이 합

리 인 설계방법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

-말뚝의 가장 이상 인 하 -변 곡선은 Case 7의 랜지를 

제거한 경우이며 100mm변 에서도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으

며 하 도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비교  낮은 수 을 유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일체식 교  교량의 장 화와 내진성능 향상

을 하여 필수 인 교 -말뚝의 연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결부의 균열형상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결부를 제안하기 

하여 철근을 활용하여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강말뚝의 

형상을 개선하여 연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하 다. 먼

, 기존 연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연결부 주변에 

PennDOT에 규정된 철근상세와 나선철근의 배치와 HSS 튜

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 다. PennDOT의 철근 상세와 

HSS 튜 는 연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했으나, 나선철

근은 균열을 효과 으로 차단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근의 구속효과로 인해 강말뚝의 항력이 변 에 

선형 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교량의 상부구조에 축력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강말뚝의 형상을 개선

하기 하여 콘크리트 교 에 매입된 부분의 랜지를 제거

하는 방법과 콘크리트 외부에서 랜지의 폭을 축소시키는 

형태를 검토하 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균열을 억제하는데 

효과 인 방법이었으나, 랜지를 제거하는 쪽의 연결부가 

더욱 효과 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국내에서는 최  

120m로 제한된 일체식 교  교량의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단되며 련 연구 결과들은 국내 일체식 교량의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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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일체식 교  교량의 장 화  내진성능 향상을 해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교 -H형 강말뚝 연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기존의 연결부의 균열형상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결부를 제안하기 하여 

철근을 활용하여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강말뚝의 형상을 개선하여 연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모색하 다. 먼 , 기존 연

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연결부 주변에 PennDOT에 규정된 철근상세와 나선철근의 배치와 HSS 튜 를 사용하

으나, PennDOT의 철근 상세와 HSS 튜 는 연결부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 했으나, 나선철근은 균열을 효과 으로 차단시

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근의 구속효과로 인해 강말뚝의 항력이 변 에 선형 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교량의 상부구조에 축력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강말뚝의 형상을 개선하기 하여 콘크리트 교 에 매입된 

부분의 랜지를 제거하는 방법과 콘크리트 외부에서 랜지의 폭을 축소시키는 형태를 검토하 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균

열을 억제하는데 효과 인 방법이었으나, 랜지를 제거하는 쪽의 연결부가 더욱 효과 이었다. 

핵심용어 : 일체식교 교량, 콘크리트 균열, 유한요소해석, 교 -말뚝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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