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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대심도 복층터널은 Fig. 1과 같이 대구경 터널을 수평으로 

분할하여 대단위 교통량을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상·하부 차

량통행 도로, 환기영역, 수로영역으로 구성된다.1) 하나의 터

널에서 용도에 맞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분할할 수 있

는 중간슬래브가 요구된다. 이 같은 중간슬래브는 터널 본체

와 동일하게 터널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속적으로 시공되는 

구조이면서도 현재의 기술로는 터널 본체와 일체화 시공이 다

양한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복층터널을 

구축함에 있어서 중간슬래브의 구조적 성능뿐만 아니라 시공

공법에 따라서 터널의 전체공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중간슬래브 시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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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경우, 시공방식은 현장에

서 동바리와 거푸집을 설치하여 현장타설을 하는 방식과 프

리캐스트 세그먼트 슬래브를 제작장에서 제작한 후 운반 및 

거치를 통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층터널에서 중간슬래브 시공은 전체공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공정중의 하나로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공장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9, No. 1, pp. 23~32, February, 2017

https://doi.org/10.4334/JKCI.2017.29.1.023

pISSN 1229-5515

eISSN 2234-2842

www.jkci.or.kr

대심도 복층터널 프리캐스트 중간슬래브의

횡방향 현장이음방식에 대한 실험연구

이두성 1) 
‧ 김보연 1)* 

‧ 배철기 2) 
‧ 허재훈 3)

1) (주)홍지 기술연구소   2)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3)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안전센터

The Experimental Study on Transverse Field Joint Method of Precast 
Road Deck Slab of Double Deck Tunnel in Great Depth

Doo-Sung Lee,1) Bo-Yeon Kim,1)* Chul-Gi Bae,2) and Jae-Hun Hur3)

1)Hong-G Technical Reserch Institute, Sungnam-si, 13595, Korea
2)Jin-An gun office, Department safety disaster, Jinan-gun, 55434, Korea

3)Korea Expressway Corporation, Seo-Hae Bridge Security Center, Dangjin-si, 31773, Korea

ABSTRACT The joints between precast PSC slabs of the intermediate road slab in double deck tunnel are inevitably generated in 

the road traffic vehicle traveling dire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behavior of parts on the joint in one piece. The 

imtermediate road slab system of double deck tunnel in great depth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constructed with precast PSC slab 

in order to minimize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joint connection between the precast slab has been developed in two methods: 

the ‘Transverse tendon reinforcement method’ and ‘High strength bolts connection method’. Also,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for the full scale model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termediate road deck slab with two type joints systems, the 

structural stability was verified through the F.E.M analsysis. The results of static loading test and F.E.M analysis investigated a very 

stable behavior of intermediate road deck slab in double deck tunnel applying the joint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in the cracks 

and deflections to satisfy the design standards of Highway Roads Bridges (2011),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roblem even 

service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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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ction of double deck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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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된 품질 좋은 PC (Precast Concrete)슬래브를 현장

으로 운반하여 설치하게 된다.

PC공법은 공기를 단축시키고 타 공정과의 간섭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사비 또한 절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층터널의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리

캐스트 중간슬래브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음부에 대한 신뢰

성 있는 공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물모형으로 제작하여 정적

재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프리캐스트 슬래브의 연결부에 

대한 구조적인 신뢰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복층터널 프리캐스트 중간슬래브 및 이음

2.1 국내 ․ 외 기술동향의 분석

 프랑스의 경우 복층터널을 승용차 전용의 지하 2층 도시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대심도 

터널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

아의 경우 상·하층 도로 및 하부 수로터널의 다목적 터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의 여러 나라에서 현장타설 방식과 

프리캐스트 패널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핵심 설계 및 시

공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이용한 광폭의 지하차

도 설계 및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며, 국내 

장대지하차도나 터널의 건설역사가 짧아 광폭 및 장대 길이

의 지하차도에 대한 개발 및 적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

아 기술적인 진보가 미미하다.

이 연구에서는 복층터널 중간슬래브를 Fig. 2와 같이 터널

단면의 복층구조에 보의 형태로 설치되는 PSC 슬래브를 적

용하여 슬래브의 형고를 줄이면서, 터널 전체단면의 직경을 

줄여 경제적이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도로 슬래브

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슬래브 이음에 관한 연구

시공속도의 향상을 위해 복층터널의 중간슬래브 구조에 

적용되는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Fig. 3과 같이 차량진행방

향으로 일정간격으로 이음이 발생하는 데, 이들 이음부에서 

연속화를 형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리캐스트 부재의 연결부는 연결부의 폭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슬래브가 접속되어 있는 콘택

트형(Contact-Type) , 폭 4~5 cm 정도의 조인트에 몰탈을 주

입하는 그라우트형(Grout-Type) 그리고 조인트의 폭이 20~30

cm 정도의 루프형(Loop-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Fig. 4와 

같이 돌출된 루프형 철근으로 보강된 습식방식의 이음법이

다(Jung, et al. 2008).2) 루프철근으로 보강하고 현장에서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습식방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이음법이다. 그러나 이음부가 있는 위치에서 구

조특성상 초기균열이 발생되기 쉽고, 루프철근의 겹 이음 

길이에 관계없이 초기강성은 유사하나 겹 이음 길이가 일정

길이(160 mm) 이상이어야 취성파괴 없이 충분한 연성거동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08).2)

이 연구에서는 루프철근이음방식에서 이음부에 타설되

는 콘크리트의 양생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횡방향 강연

Fig. 2 Road deck slab of double deck tunnel

Fig. 3 Composition PC members of double deck tunnel

Fig. 4 PC connection with roof type reinforcement

Fig. 5 Transverse tendon reinforcement method (Type-A)

Fig. 6 High strength bolts connection method (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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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배치에 의한 PS 도입방식’ 과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볼트 

체결방식’을 개발하였다. 

횡방향 강연선 배치에 의한 PS 도입방식은 슬래브간 이음

부에 미리 긴장력을 가해 외부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긴장력

을 도입할 수 있도록 Fig. 5와 같은 포스트 텐션 방식의 프리

캐스트 복층터널 중간 슬래브가 개발되었다.

또한,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연결방식은 슬래브간 연결부

에 발생되는 응력을 볼트가 저항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볼트연결이 가능하도록 Fig. 6과 같이 볼트 연결장치가 도입

된 프리캐스트 복층터널 중간슬래브가 개발되었다. 

3. 도로용 프리캐스트 중간슬래브 이음부의 

재하실험

3.1 실험체의 사용재료 및 제원

도로교설계기준(2011)의 규정에 따라 설계된 13 m 지간

의 실험체의 사용재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체의 

형상은 Fig. 7과 같이 제작하였다. 또한, 8개의 탄성패드를 

각 단부 쪽에 배치하여 하중에 지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체는 타설 후 8시간 동안 증기양생을 실시한 후 자연

양생을 실시하였다. 재하실험 수행 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약 56.5 MPa로 측정되어 설계강도인 60 MPa보다 약 3.5

MPa정도 낮게 측정 되었다.

Fig. 8은 실험체 단면의 제원이다.

3.2 실험체의 제작

정적 하중재하 실험을 위한 복층터널 중간슬래브 실험체

는 ‘PS 도입방식’과 ‘고장력 볼트체결방식’으로 총 2본을 제

작하였다. Table 2는 중간슬래브 실험체의 공칭강도를 제시

한 것이다.

‘횡방향 강연선 배치에 의한 PS 도입방식’을 적용한 실험

체의 경우, Fig. 9와 같이 거푸집을 설치하여 프리텐션 방식

으로 강연선에 긴장력을 도입하였다. 긴장력이 도입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화 후에 강연선을 절단하여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였다.

이음이 적용된 Type-A 실험체는 중간슬래브 2본을 실험 

장소로 운반하여 거치한 후 중간슬래브 이음부에 공간이 발

생하지 않도록 무수축몰탈을 채워넣어 일체화 한 후에 횡방

향으로 포스트텐션 방식의 긴장력을 도입하여 실험체를 완

성하였다.

‘고장력볼트를 이용한 연결방식’을 적용한 실험체의 경

우, Fig. 10와 같이 고장력 볼트 연결장치를 제작한 후, 철근 

및 강선과 함께 거푸집에 배치하였다.

프리텐션 방식으로 강연선에 긴장력을 가한 후에 콘크리

트를 타설한 뒤 경화된 콘크리트에 강연선을 절단하여 긴장

력을 도입한 후, 제작된 중간슬래브 2본을 실험 장소로 운반

하여 거치한 후 볼트를 체결하여 이음부 및 볼트 체결부에 

몰탈을 채워 넣어 실험체를 완성하였다.

3.3 계측 및 재하방법

슬래브 단부 쪽에 8개의 탄성패드를 설치하여 단순보 거

동을 유도하였으며, 재하하중은 15 kN/min의 재하속도로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Member Property

Concrete Slab fck=60 MPa

PS strand
SWPC7B

Φ15.2 mm

15+15=30 EA

fpu=1,880 MPa

fpy=1,600 MPa

Ep=200,000 MPa

Steel PC connection
SM400

fy=400 MPa

High strength 

bolts
PC connection M24(F10T)

Load

Support Support

150

250 5.524 576 5.524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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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C connection with high strength bolts

120270

275

330220

120

120

50 120325 50

2000

50

120 270

275

330 220

120

120

50120 325

2.000

2
7
0

4
0

4
0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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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ecimen configuration for PSC slab

Table 2 Design load and nominal strength of test specimen

Load condition Value (kN ․ m)

Selfweigh load (md) 630

Live load (ml) 400

Factored load (Mu=1.3 Md+2.15 ML) 1,678

Nominal bending strength (ΦMn)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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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kN의 엑츄레이터를 이용하여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최대하중은 실험체 파괴에 따른 위험을 방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중(385 kN)보다 큰 값인 550 kN까

지 재하하였다.

계측 센서는 실험체의 내부 철근과 강연선의 변형률의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 F형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

하였으며, 중립축과 이음부의 초기균열과 변형률을 측정하

기 위해 P형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게이

지는 총 철근게이지 8개, 강연선게이지 2개를 부착하였으

며, 콘크리트 상부 표면에 2개 하부 표면에 4개, 하부표면의 

이음부에 4개의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실험체 하부에 하중재하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단

부 쪽에는 고감도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고, 중앙부에는 

(a) Bolt connection device (b) Form work installation

(c) Setting of bolt connection 

device
(d) Introduce of pretension 

(e) Placement of fresh 

concrete
(f) Transportation of PC slab

(g) Installed slab (h) Fasten with a bolt

(i) Joint filled mortorc
(j) Complete setting of 

specimens

Fig. 10 Work of PSC slab specimen (Type-B)

Fig. 11 A panorama of static load test

(a) Form work installation (b) Introduce of pretension 

(c) Placement of fresh 

concrete

(d) Transportation of PC 

slab

(e) Installed slab (f) Put in tendon

(g) Joint filled mortor (h) Tensioning of tendon

(i) Grouting
(j) Complete setting of 

specimens

Fig. 9 Work of PSC slab specimen (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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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위 측정이 가능한 와이어 변위계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11과 Fig. 12은 정적재하실험 전경 및 게이치 

부착 위치이다.

3.4 재하실험결과

3.4.1 하중-변위그래프

1) Type-A

‘PS 도입방식’을 적용한 복층터널 중간슬래브 실험체에 

대하여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한 결과 각 하중단계에 따른 변

위 값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Fig. 13와 같이 설계하중

을 넘어 최종 550 kN까지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초기균열은 335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에 하중-변위 

그래프의 기울기에 변화가 약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선

형거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열이 발생

한 후에 콘크리트의 저항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근

과 같이 거동하는 인장증강효과에 의해 강성의 증가를 가져오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하중 및 균열하중, 극한하중은 실험체의 설계에서 산

출된 휨모멘트에서 자중에 의한 모멘트를 제외한 휨모멘트

를 등가집중하중으로 치환하여 계산하였다. Fig. 1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사용하중인 135 kN에서 선형거동을 하고 있으

며, 이는 사용하중 단계에서 실험체가 탄성범위 이내에 있

는 것임을 의미하고 균열이 사용하중 단계보다 약 148% 증

가된 하중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로교설계기준(2011)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균열 등급에 해당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설계기준(2011)에서는 ‘PS강재 및 철근의 총량은 

위험단면에서 균열모멘트(Mcr)의 1.2배 이상으로 설계모멘

트를 받는 데 충분하여야 한다.’ 라고 식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식 (2)와 (3)에 따라 규정을 만족하여 실험체는 취성

파괴하지 않고 균열발생 후에 충분한 변형이 발생되어 파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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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측면에서 사용하중상태에서 처짐량은 12.40 mm로 

콘크리트구조기준(2012)4)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허용처짐

기준인 16.3 mm(  ) 이하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Type-B

‘볼트체결방식’을 적용한 중간슬래브 실험체에 대하여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한 결과 각 하중단계에 따른 변위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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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Fig. 12 Setting place of measuring gage for strain and 

displacement

Table 3 Specified load and vertical deflection value on test

Load step Value (kN) Displacements (mm)

Service load 135 12.4

Initial crack load 335 44.8

Maximum load 550 116.7

Fig. 1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Type-A)

Table 4 Specified load and vertical deflection value on test 

Load step Value (kN) Displacements (mm)

Service load 135 13.3

Initial crack load 285 36.6

Maximum load 550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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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Fig. 14와 같이 최대하중 550 kN

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초기균열은 285 kN로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에서 응력

집중으로 인해 ‘PS 도입방식’보다 낮은 하중에서 발생하였

으며, 균열 발생 후 유효단면의 감소로 기울기의 변화가 미

소하게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선형거동을 보였다. 이는 

Type-A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하중 단계에서 실험체가 탄성거동을 보이고, 균열이 

사용하중 단계보다 약 111% 증가된 하중에서 발생하여 비

균열 등급에 해당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 (4)와 (5)가 식 (1)을 만족하여 실

험체는 취성파괴하지 않고 균열발생 후에 충분한 변형이 발

생되어 파괴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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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용하중상태에서 처짐량은 13.3 mm로 콘크리트구조기

준(2012)4)인 16.3 mm(  )을 만족하여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 균열 분포도

실험체의 하중단계별 균열을 모니터링하여 균열분포도

를 Fig. 15~18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초기 균열은 Type-A에

서 335 kN, Type-B에서 285 kN에서 발생하였다. 두 Type 모

두 사용하중 이상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의 진행은 

가력방향을 따라 수직으로 휨 인장균열이 발생하여 단부 쪽

으로 진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편심하중을 재

하한 슬래브의 균열이 단부 쪽으로 가깝게 발생하여 편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ype-A보다 Type-B가 균열이 더 낮은 하중에서 발생하였

는데, 이는 ‘볼트 체결방식’을 적용한 슬래브의 강재-콘크리

트 접촉부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조기에 휨 인장균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4.3 강연선의 변형률

강연선의 하중에 따른 변형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연선

에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 추이를 측정하였으며, 프리스

트레스가 도입된 시점(ε=0)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Fig. 19

Fig. 14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Type-B)

Fig. 15 Flexural crack profile of test specimen (Type-A)

(a) (Right) side

 (b) (Left) side

Fig. 16 Crack distribution (Type-A)

Fig. 17 Flexural crack profile of test specimen (Type-B)

(a) (Right) side

(b) (Left) side

Fig. 18 Crack distribution (Type-B)

Fig. 19 Strain change of PS strand under loading var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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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강연선의 변형률은 초기 균열 발생하중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 보였으며, 이는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실험

체에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4.4 이음부의 거동

실험체의 이음부에 대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슬래브 

진행방향의 직각방향에 대한 하부 횡방향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Type-A의 이음부를 적용한 중간 슬래브의 하부 횡방향 철

근에 대한 변형률은 Fig. 20에 나타냈다.

최대 변형률은 133 με으로 철근의 항복변형률인 2000 με

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값이 나타나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변형률의 양상이 좌측 및 우측

의 슬래브에서 같이 거동하는 것으로 보아 두 슬래브가 일체

로 거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1은 Type-B의 이음부를 적용한 중간 슬래브의 하부 

횡방향 철근에 대한 변형률이다.

철근의 최대 변형률이 116 με으로 철근의 항복변형률보

다 매우 작은 값이 측정되어 안정적인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래프의 양상은 철근의 변형이 각각 다르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슬래브가 편심하중에 저항하면서 비틀

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도로용 중간슬래브 이음부의 유한요소해석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구조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해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해석프로그램인 MIDAS FEA를 사용하였으

며, 재료에 대한 비선형과 구조물의 접촉면에 대한 비선형을 

고려하여 중간슬래브의 거동에 관한 정밀해석을 수행하였다.

4.1 해석모델의 개요

이 연구에서 적용된 유한요소모델의 형상은 재하실험에

서 제작된 실험체의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범용 유한요소 해

석 프로그램인 MIDAS FEA를 이용하여 Fig. 22와 같은 3차

원 모델을 형성하였다.

해석모델은 콘크리트 재료적인 비선형 거동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비선형 재료모델로 Total Strain Crack 모델을 

적용하였다.

압축응력하의 콘크리트는 등방성 응력들이 증가하게 되

Fig. 20 Transition of strain attached transverse rebar (Type-A)

Fig. 21 Transition of strain attached transverse rebar (Type-B)

Fig. 22 FEM analysis model

(a) Thorenfeldt (b) Brittle

Fig. 23 The nonlinear model of concrete

Fig. 24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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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등방성 응력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는 압축응력-변형률의 대한 인자인 Peak Stress와 Peak strain

을 결정하게 되는 파괴 함수에 의해 지배된다. 압축부에 적

용하기 위한 기본 함수는 Fig. 23(a)와 같이 Thorenfeldt 모델

을 적용하였으며, 인장균열모델은 파괴에너지에 근거한 연

화함수들을 구현하고 있는 전변형률 균열모델로 Fig. 23(b)

와 같은 Brittle 모델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이음부에서 접촉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Contact 

Model은 공간상의 두 물체가 맞닿을 수는 있으나 관통할 수 

없다는 가정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접촉의 종류는 

General Contact, 해석방법은 Penalty method를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접촉면과 그 면을 관통하는 절점 사이에 관통

을 방지하고 시간의 증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Fig. 24는 해석 모델에 적용한 경계조건으로 단순보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4.2 해석대상의 구조 및 해석방법

해석 모델은 ‘PS 이음방식’과 ‘볼트체결방식’을 적용한 

중간슬래브를 모델링하였으며, 현재 상용되고 있는 ‘루프철

근 이음방식’을 적용한 중간슬래브를 추가적으로 모델링하

여 구조적인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4.3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

4.3.1 ‘루프철근 이음방식’의 해석결과

‘루프철근 이음방식’을 적용한 슬래브의 해석에서 초기 

균열은 설계사용하중을 넘어서 340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용하중상태에서 변위는 12.4 mm로 활하중 허용처짐량을 

만족하였다. 슬래브 수치해석모델은 558 kN에서 균열이 슬

래브의 상부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파괴에 도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25는 루프이음방식에 따른 중간슬래브의 

하중-변위 그래프이다.

최대하중인 558 kN을 휨모멘트(PL/4=1,737 kN.m)로 환

산하여 Table 2의 계수하중모멘트 Mu와 비교한 결과 안전측

의 값을 나타내었다.













   (6)

FEM해석 결과도 식 (7)처럼 도로교설계기준(2011)의 연

성한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4.3.2 ‘PS 도입방식(Type-A)’의 해석결과

‘PS 도입방식(Type-A)’을 적용한 슬래브의 해석결과 350

kN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되어 설계사용하중인 135 kN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 763 kN에서 파괴에 도달

하였다. 또한, Fig. 26과 같이 사용하중 상태에서 변위는 13

mm로 허용처짐량을 만족하였다. 그래프의 강성이 실험 값

과 비교하여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거동이 실험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대하중인 763 kN을 휨모멘트(PL/4=2,375 kN.m)로 환

산하여 Table 2의 계수하중모멘트 Mu와 비교한 결과 안전측

의 값을 나타내었다.













   (8)

FEM해석 결과도 식 (9)에서 처럼 도로교설계기준(2011)

의 연성한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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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ig. 25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Roof-bar reinforce-

ment joint)

Fig. 26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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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볼트체결방식(Type-B)’의 해석결과

Fig. 27는 ‘볼트체결방식(Type-B)’을 갖는 슬래브모델의 

하중-변위곡선이다.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보다 큰 하중상태

에서 파괴에 도달하였으며, 초기균열은 300 kN으로 실험값

과 거의 유사한 값으로 조사되었다. 해석결과 설계사용하중

상태인 135 kN에서 처짐 값은 13 mm로 허용처짐량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하중인 700 kN을 휨모멘트(PL/4=2,179 kN.m)로 환

산하여 Table 2의 계수하중모멘트 Mu와 비교한 결과 안전측

의 값을 나타내었다. 













   (10)

FEM해석 결과도 식 (11)에서 처럼 도로교설계기준(2011)

의 연성한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이음방식에 따른 유한요

소 해석결과 각 이음방식에 따라 실험값과 해석값은 유사하

게 거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중-변위곡선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Table 5는 이음방식에 따른 연속된 슬래브의 

초기균열하중과 파괴하중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루프철근이음방식’과 비교하여 ‘PS이음방식

(Type-A)’은 약 26.9% 높은 하중상태에서, ‘볼트체결방식

(Type-B)’에서는 약 20.3%의 하중이 증가한 상태에서 파괴

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슬래브 가설시 ‘볼트체결방식(Type-A)’과 ‘PS이음방식

(Type-B)’은 전단면에 프리스트레스력이 도입되는 반면에 

‘루프이음방식’의 경우 이음부의 경우 현장타설방식으로 

인해 프리스트레스 력이 되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루프이

음방식’을 적용한 슬래브의 이음부에서의 균열발생 하중이 

타 방식의 의한 이음부에서의 균열발생 하중보다 낮은 하중

에서 발생하게 되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심도에 구축될 복층터널의 도로용 중간

슬래브를 PC로 구성하는 경우에서 슬래브간의 이음부의 시

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음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험

과 해석을 통해서 구조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 ‘PS 도입방식’과 ‘볼트 체결방식’의 이음법을 적용한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를 개발하였다.

2) 정적재하 실험 결과 초기 균열이 ‘PS 도입방식’의 슬

래브는 335 kN, ‘볼트 체결방식’의 슬래브는 285 kN으

로 모두 비균열 등급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이 충분이 

확보되었으며, 균열의 진행이 좌·우측 슬래브 모두 유

사하게 나타나 두 가지 이음방식 모두 충분한 강결 효

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PS 도입방식’과 ‘볼트 체결방식’의 이음법을 적용한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 실험체 모두 횡방향철근

의 변형률이 철근의 항복변형률과 비교하여 매우 미소

한 값을 나타내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4) ‘PS 도입방식’을 적용한 수치해석모델에서는 전체적

인 거동이 재하실험에서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며, 

초기균열하중과 극한하중 모두 사용하중과 설계강도

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볼트 체결방식’을 적용한 수치해석모델에서는 초기

균열과 극한하중 값이 ‘PS 도입방식’보다는 작게 나왔

지만 마찬가지로 설계강도와 사용하중을 충분히 만족

하여 본 이음법을 적용한 슬래브의 사용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슬래브이음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루프철

근이음방식’과 비교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PS이음

방식’과 ‘볼트체결방식’은 각각 26.9%와 20.3%의 강

도 증진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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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Type-B)

Table 5 Specified load value on FEM

Type
Initial crack 

load
Ultimate load

Roof-bar reinforcement joint 340 kN 558 kN

Transverse tendon  

reinforcement joint (Type-A)
350 kN 763 kN

High strength bolts joint 

(Type-B)
300 kN 700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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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심도 복층터널 구조물에서 중간슬래브 구조에 적용되는 형식중 하나인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이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이음부를 일체로 거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심도 복층터널 중간슬래브

는 터널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보 형식의 구조체로, ‘PS 이음방식’과 ‘볼트체결방식’에 대한

이음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두 가지 이음방식을 적용한 중간슬래브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물모형 구조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Contact 모델을 적용한 FEM 해석을 통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이음방식을 적용한 복층터널 중간슬래브의

정적재하실험 결과 매우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균열 및 처짐에 있어 도로교설계기준(2011)을 만족하여 사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FEM 해석에 따른 중간슬래브의 거동은 실험과 비교하여 강성이 미소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거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이음방법을 적용한 중간슬래브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복층터널, 중간슬래브, 프리캐스트, 이음부, 정재하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