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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integrated precast concrete decks for a rapid construction. The structural 
performance in the integrated precast bridge decks is evaluated by real-scale test bed and detailed finite element 
analyses.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from a real-scaled single-span 
precast/prestressed concrete bridge decks under truck loading. Parametric studies are focused on the various effects of 
external loads on the structural behavior for different locations and measuring points on the precast bridge decks. The 
assessment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integrated precast bridge decks show an excellent structural performance a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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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캐스트 바닥 은 공장제작 제품으로 고강도화 

 장작업의 최소화를 통한 고내구성 바닥 의 시

공이 가능하며,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바닥 에서 

기에 발생하는 건조 수축량을 폭 감소시킬 수 있

어 교량 바닥 의 기 균열을 방지 할 수 있다. 

한, 장의 여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재료 , 구

조  기 결함을 폭 일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시공 인 측면에서도 리캐스트 바닥 은 기후의 

향을 많이 받지 않고 동바리 설치와 거푸집 제작, 장

기간의 양생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

기간을 히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악

지형과 같은 고공의 교량 건설시 더욱 유리하다(PCI, 
2000; Weigel, 2003). 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 의 

시공기간은 장 RC타설 바닥 의 공사기간과 비교

하 을 때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 된다(Geren and 
Tadlos, 1994; Green et al., 2004; Park et al., 2014). 
그러나, 기존 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 의 경우

도 일부 리캐스트 화하고 거더 의 횡방향 연결

은 장 타설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한 연석 

등의 부 시설은 별도로 장에서 추가 시공하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캐스트 교량 바닥 의 

연석  배수구 등을 포함한 부 시설을 일체화하여 

선제작하고 장 타설이나 부가  장 조립 등을 

최소화하는 노후화거나 재해시 손상된 교량 상 의 

속시공을 통한 복구, 교체  기능 통합된 PSC 바

닥 을 개발하고 구조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개발

한 리캐스트 바닥 의 구조성능 검증을 하여 실

물 바닥 을 시험시공하고 장 실차 재하실험을 실

시하며, 유한요소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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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required and installed studs for different locations

Location
(node)

b
(mm)

As

(mm2)
Ar

(mm2)
P1

(N)
P2

(N)
P3

(N)

 The no. of 
 required studs

The no. of 
installed 

studs
Check

N1 N2

23~25 1,700.0 23,215.6 0.0 5.456E+06 1.214E+07 0.000E+00 32 - 48 O.K

25~28 1,700.0 23,215.6 1,899.6 5.456E+06 1.214E+07 7.598E+05 - 36 51 O.K

28~31 1,700.0 23,215.6 1,899.6 5.456E+06 1.214E+07 7.598E+05 - 36 51 O.K

31~33 1,700.0 23,215.6 0.0 5.456E+06 1.214E+07 0.000E+00 32 - 48 O.K

67~69 2,000.0 23,215.6 0.0 5.456E+06 1.428E+07 0.000E+00 32 - 48 O.K

69~72 2,000.0 23,215.6 2,234.8 5.456E+06 1.428E+07 8.939E+05 - 37 51 O.K

72~75 2,000.0 23,215.6 2,234.8 5.456E+06 1.428E+07 8.939E+05 - 37 51 O.K

75~77 2,000.0 23,215.6 0.0 5.456E+06 1.428E+07 0.000E+00 32 - 48 O.K

 2. 기본 개념 및 유한요소 해석

술한 바와 같이 국내 지역  특성상 교량의 건

설 입지가 산악 지역이나 해안과 같이 장타설 여

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을 감안할 때, 리

캐스트 콘크리트 바닥 은 상당한 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리캐스트 바닥 이 가지는 장 을 활

용하면서 설계  시공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

하여 시스템이 가지는 장 들을 살려서 경제 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교량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Bardow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구조

성능 검증을 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구조 해

석 시 리캐스트 바닥 간 이음부에 발생되는 인장

력을 계산하기 하여 2차고정하 , 활하 , 건조수축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 다. 방호울타리 연석은 

리캐스트 바닥  제작 후 제작장에서 일체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차 고정하 은 방호울타리와 교면

포장을 고려하 으며, 활하 은 1차로 재하시만 고려

하 다. 한, 건조수축에 한 변화량 산정시 건조수

축률(εs)을 18×10-5로 고려하 다. Fig.1은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가정단면을 보여 다.

Fig. 1 Assumed section of an integrated precast deck

Fig. 2 Finite element modeling

Table 1. Result summary of structural analysis

Location As,req

(mm2)
width
b(mm)

depth
d(mm)

covering
d'(mm)

Rebar 
(As,use) 

(mm2)

Mu

/ΦMn
Check

Center 880.5 1000 200 40

H13@240
=527.8 

1.19 O.K!
H13@240

=527.8 

Cantilever 494.5 1000 180 60 H13@240
=527.9 1.07 O.K!

구조해석 결과를 토 로 내부 지 부의 바닥  상

면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산정하기 한 단면력을 

계산하 으며, 구간별 단 연결재 필요 개수  설

치개수를 결정하 다. Table 1은 단면 휨 설계 결과 
요약을 보여주며, Table 2는 구간별 단 연결재 필

요개수  설치개수를 결정하는 과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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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시공 및 실차재하 실험

본 연구에서는 술한 구조계산  해석결과를 기

반으로 개발한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구조성능 

검증을 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일 에 부지

를 마련하고, 리캐스트 바닥 을 실물 스 일로 제

작·시공하 다 ((주)삼 토건 제작·시공 참여). 

Fig.3~4는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장 제작 과

정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닥 은 

연석까지 일체로 사  제작되었다. 야외 자연 양생기

간을 제외한 바닥 의 순수 제작기간은 약 5일이 소

요되어 양생기간까지 약 7∼8일이면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다.

(a) Mold

(b) Bar arrangement

(c) Concrete filling

(d) Concrete recuperation
Fig. 3 Manufacturing of integrated precast decks

(a) Main girder

(b) Installation of decks
Fig. 4 Installation of precast decks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시공

시간을 기존 RC  장 타설과 비교·분석하 다. 시험 

시공한 9m의 단경간 바닥 을 기 으로 상  제작 

 설치는 기존 RC  타설 바닥 은 약 34일인 반면, 

본 개발 바닥 은 총 9일이 소요되어 제작  시공

시간이 크게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한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의 경우는 연석까지 

일체형으로 사  제작하기 때문에 기존 RC 바닥 의 

연석에 하여 소요되는 장 시공이 필요 없으며, 

양생기간도 3일 정도면 가능하여 총 소요 시간이 크

게 단축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Newhouse, 2005). 
리캐스트 상  거치는 사  제작된 바닥 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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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옮겨 조립하는 형태로 4시간정도 소요되어 

장 타설 등으로 소요되는 장시간의 교통 통제 등

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속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제작의 경우 야외 자연 양생기간을 

제외한 바닥 의 순수 제작기간은 약 5일이 소요되어 

양생기간까지 약 7~8일이면 제작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내 제작의 경우는 기계식 스  

양생을 통하여 양생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

으므로 제작기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장 시험시공한 일체형 리캐스트 바

닥 에 하여 구조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기 하여 

실차 재하에 의한 구조물 계측  성능실험을 실시

하 으며, 구조해석을 통하여 재하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 다. 재하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차량은 재

를 하지 않은 15톤 덤 트럭 1 를 사용하 으며 측

정에 앞서 계량소에서 축 량을 기록하 다. Fig.5~6
은 하  재하 (Type A, B)   센서 부착 치 

(D1~D6)이며, Table  3은 5가지 하  재하 경우를 보

여 다.

Fig. 5 Measuring locations of load tests

(a) Type A

(b) Type B
Fig. 6 Static test of the integrated precast decks under the 

vehicles effects

Table 3. Load cases in detail

Location Load 
case Loading condition

TYPE B

LC1
1/4 point 

left 2nd and 3rd axes loading 
(Measuring point: D1)

LC2
2/4 point 

left 2nd and 3rd axes loading 
(Measuring point: D2)

LC3
3/4 point

right 2nd and 3rd axes loading 
(Measuring point: D3)

TYPE A

LC4
1/4 point 

left 2nd and 3rd axes loading 
(Measuring point: D1)

LC5
3/4 point 

right 2nd and 3rd axes loading 
(Measuring point: D3)

Fig. 7은 5가지 하  경우에 한 측정 치별 변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B의 최
 처짐은 1/4지 에서 –0.395mm, 2/4지 에서 –

0.325mm로 측정되었으며, TYPE B의 최  처짐은 1/4

지 에서 –0.302mm , 2/4지 에서는 –0.220mm로 각
각 측정되었다. 여기서 변 의 음(-)의 값은 하향의 처

짐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재하시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실측변 를 

이용하여 각 TYPE  별 리캐스트 바닥 의 횡분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재하 치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감안하면 각 재하하

에 따른 변 의 횡분배 경향은 비교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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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C1,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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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C2,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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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C3,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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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C4,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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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C5, type A
Fig. 7 Displacement for different load cases and measuring 

points

Fig. 8 Maximum deformed shape (LC1, Type A)

Fig.8은 유한요소 구조해석 결과  최  처짐의 

경우를 보여 다. 구조해석은 범용구조해석 로그램

인 MIDAS CIVIL 2012를 이용하여 강재 거더는 
FRAME 요소로, 바닥 은 SHELL 요소로 각각 모델
링하여 거더와 바닥 을 Rigid Link시켜 해석하 다.

구조해석 결과, 재하시험에 의한 최 처짐이 구조

해석상의 최 처짐보다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하부구조 없이 지표면에 시험체

를 가설하고 제하시험을 실시하여 계측치에 지반상태

에 따른 향(지표면 처짐)이 포함된 것으로 단된

다. 도로교 설계기  콘크리트교편 4.4.9.5(3)에 의하

면 교량바닥 은 충격을 포함한 활하 에 한 처짐

은 L/800을 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용하여 검
토하면 최 처짐은 약 2.30mm이므로 재하 트럭 하
과 DB-24  을 비교하여 발생 처짐을 환산하면 약 

1.85mm로 허용처짐 보다 작은 것으로 휨 성능을 만
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타설 최소화하는 속 시공이 

가능한 일체형 리캐스트 바닥 을 개발하 으며, 

실물 크기 바닥  제작  시공, 실차 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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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성능을 검증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연석을 포함한 일체화된 리캐스트 바

닥  시스템은 RC  바닥 에 비하여 시공시간의 단축 

 장 타설로 인한 품질 하를 향상 시킬 뿐 아니

라 기존의 리캐스트 바닥 의 연석 시공 등의 부

시설 추가 설치에 필요한 장 타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응 복구, 속시공 분

야에 용할 수 있는 향상된 교량 바닥  설계  

시공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야외제

작이 아닌 공장 제작을 통한 일체형 리캐스트 바

닥  제작 기간의 단축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순수 

공장제작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방안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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