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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and long axis etc,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material that will replace the existing concrete.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each 

member joints, after demolding the concrete, method for surface treatment of the contact surface or by modifying the 

mold to create a shear key will be applied.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conventional shear key manufacturing process, 

utilizing a 3d printer to produce a shear key plate. 3D printers have advantage it is inexpensively manufactured as 

compared with other produc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utilizes a 3D printer, we propose the shear key-shaped 

mold and plate shear key produ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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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은 다양한 혼화재와 강섬유를 사용되어 콘크리트의 연성과 강도를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UHPC의 특징들은 

구조물의 초고층화와 장경간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콘크리트를 대체할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UHPC는 양생 과정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리캐스트 부재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각 부재들을 연결하는 방법들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 부재 이음부의 구조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탈형 후 접합면의 표면 처리를 하거나 거푸집을 변형하여 전단키를 만드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단키 제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거푸집에 적용 가능한 전단키 형상판을 제작하고자 한다. 3D 프린터는 

다양한 형상과 크기의 물체를 다른 제조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전단키 몰드와 전단키 형상판 제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몰드를 출력하고, 출력한 몰드에서 제작한 전단키 형상판을 UHPC에 적용하여 24시간 지연타설된 

UHPC의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2.1 사용 프로그램 및 재료

3D 모델 파일을 제작히기 위해서 ‘Sketch up’ 프로그램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하였고, G파일 제작을 위해서  ‘Cura’를 사용하였다. 3D 

출력을 위해 사용한 3D 프린터는 O사의 ‘Mannequin’이고, 노즐과 필라멘트의 직경은 각 0.4mm, 1.75mm를 사용하였다. 출력한 몰드에 

우레탄을 경화시켜서 전단키 형상판을 제작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UHPC는 180MPa로 배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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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단키 몰드 및 전단키 형상판 제작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단키 형상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크기의 몰드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운데 전단키를 갖도록 몰드를 디자인 하였다. 제작한 모델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와서 출력 온도, 출력 속도, 

쉘두께를 조절하며 최적의 설정을 도출하였다. 출력된 몰드를 이용하여 전단키 형상판을 제작하였다. 

표 1. 초고강도 콘크리트 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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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단키 몰드 및 형상판 제작 과정

2.3 휨강도 측정

지연타설 6일 후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단키가 있는 경우 무처리와 비교하여서 휨강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단키가 있는 

경우에 휨강도가 일체 타설과 비교하여서 약 2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단키 형상이 휨강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3. 결 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단키 형상판을 제작하여 실제 UHPC에 적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비용으로 몰드 

제작이 가능하여서 다양한 형상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단키에 의한 휨강도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키의 형상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몰드를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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