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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behavior of pile-abutment joints in integral abutment bridges. Two types of pile-abutment joint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its rigid action. One was fabricated with transverse rebars which penetrated the H-pile in the abut-

ment. The other was composed of stud shear connectors on the flanges of the H-pile. Three half scaled pile-abutment joint

specimens were fabricated and loading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behavior of proposed joi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itial stiffness in elastic region of all specimens was sufficient to be applied for the integral abutment bridges. How-

ever,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joints were shown to be more effective in rigid action compared to the joints types sug-

gested by the Integral Bridge Design Guideline. The results from stiffness, strength, rotation and crack propagation tests

supported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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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의 거동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식 교대 교량 연결부의 강체

거동을 위하여 교대에 매입된 파일(H형강)에 관통철근을 배치한 형태,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형태의 두 가지의 파일-

교대 연결부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파일-교대 연결부의 거동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연결부가 설치된 파일-교대 축소모형 시

험체와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연결부가 설치된 파일-교대 축소모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하중재하시험을 수행하였

다. 하중재하시험 결과, 모든 시험체에서 탄성영역 내의 초기강성은 일반적인 일체식 교대 교량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항복 이후 강성과 하중저항 성능, 균열진전양상, 회전 강성 및 지압강도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이 일체식 교대교량의 파일 연결부의 강체거동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일체식 교대 교량, 파일-교대 연결부, 스터드 전단연결재, 하중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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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체식 교대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은 교량 전

체에 신축이음장치를 두지 않으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교대에 일체화한 구조형식의 교량이다. 이러한 일체식 교대

교량은 차량이 교량을 고속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동

과 신축이음장치 부분에서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빈

번한 신축이음, 교좌장치의 교체 등 교량 전체의 유지관리비

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량 시스템이다. 일체식 교

량의 경우 유지관리 대상 교량이 많은 미국, 영국 등 북미

와 유럽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시공사례가 많다. 미국의 경

우 콘크리트교와 강교를 구분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

으며, 중소지간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여 장경

간 교량에도 일체식 교대 교량을 적용하고 있다(AISI, 1996;

M. Dicleli, 2000; PCI, 2001; R. Frosch et al., 2006). 하지

만 국내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체식 교대 교량이 적용되었으

며, 관련된 연구 또한 교대의 토압과 변위 거동(박영호 등,

2006, 2007; 남문석 등, 2006), H-말뚝의 횡방향 및 축방향

지지거동에 관한 연구(박영호 등, 2000, 2001) 등 일체식 교

대 교량과 지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외

에도 구조적으로 박찬희 등(2004)은 일체식 교대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시험체를 제작하여 구조성능을 검증하였

고, 홍정희 등(2002)은 일체식 교대 교량의 프래임 해석 및

매개변수 해석을 통하여 거동특성 및 설계방법의 타당성을 규

명하였다. 하지만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와 파일 및 상부구

조와 교대의 일체화와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는 일반 조인트 교량의 교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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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크기가 작은 난쟁이 교대로써 거더, 바닥판 및 접속슬

래브로 구성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인 파일(H형강)을 일체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구조부재이다. 난쟁이 교대 및 파일은 상

부구조에 작용하는 사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거동 및 온도변

화에 따른 신축거동에 의해 회전 및 수평이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교대 및 파일 연결부의 회전과 수평 이동 등의 변형

에 대하여 교대-파일 연결부의 강체거동이 필수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

대-파일 연결부의 강성을 증가시켜 강체거동을 유도할 수 있

는 파일-교대 연결부를 제안하고 기존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

(2009,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파일-교

대 연결부 상세와 그 거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계지침에 제시된 연결부 시험체와 본 연구

에서 제안한 연결부 시험체를 제작하여 하중재하시험 및 비

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의 성능 및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일체식 교대 교량

2.1 일체식 교대 교량의 개요

일반 조인트 교량은 그림 1(a)와 같이 상부구조의 온도변

화에 따른 신축량을 해소할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와 상부구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교좌장치

(bridge bearing)를 갖는 일반적인 형식의 교량을 의미한다.

일체식 교대 교량은 그림 1(b)와 같이 상부구조와 파일 및

교대가 일체로 구성된 교량을 의미하며, 교량 전체에 신축이

음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무조인트 교량(jointless bridge)이라

고도 한다. 일반 조인트 교량의 경우 주행차량의 지속적인

하중과 우수 및 제설제의 유입으로 인해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가 손상되고 교대부분의 오염이 발생하여 교량시스

템 전체의 성능저하나 수명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

후화된 신축이음장치는 주행감의 저하와 소음발생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민원문제 및 사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이음 장치의 교체

와 같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하지만 이는 막대

한 유지관리 비용을 필요로 하고 유지관리 시 교통정체 등

의 부가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량 형식이 신축이음장치를 제거

하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및 교대를 일체화 시킨 일체식 교

대 교량이다. 일체식 교대 교량은 교대배면에 걸리는 수동토

압의 저감과 파일 거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조인

트 교량에 비해서 폭과 길이가 월등히 작은 난쟁이 교대

(stub type abutment)를 사용하고, 교대 및 파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교대 전면에 압성토(또는 RC옹벽이나 보강토 옹벽)

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체식 교대 교량의 난쟁이 교대에 일

렬 시공된 파일(H형강의 약축 또는 강축 배치)은 신축이음

장치를 대신해 유연하게 작동하여 상부구조의 온도신축 거

동을 성립하게 한다.

2.2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거동

일체식 교대 교량의 경우 상부구조의 신축변위에 대한 전

체 교량 구조물은 그림 2(a)와 같이 거동하도록 한다. 특히

파일-교대 연결부(교대 Caping부)는 활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회전 및 수평이동 거동을 보인다. 파일-교대 연결부

의 이러한 거동은 단면내에 상부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의한 축력뿐만 아니라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발생시

킨다. 그림 2(b)와 같이,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2009, 한국도

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는 파일-교대 연결부에 발생하는

휨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최대 휨저항력을 식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 파일머리 주변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지압강

도( fp)는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fck)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에 일렬 및 약축으로 배치된 H형

강을 이용한 파일기초는 기초로써 단면적이 작고 강성이 좋

C
1
=C

2
=0.85 f

p
a b×××

그림 1. 일반 조인트 교량과 일체식 교대 교량의 비교

그림 2.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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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파일머리의 회전고정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일 삽입부의 지압응력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2009,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

구원)에서는 파일(H형강)의 삽입부에 발생하는 우력 모멘트

(Mcouple=C1z=C2z)에 의한 콘크리트의 지압응력을 완화할 목

적으로 그림 3과 같이 파일 최소 매입길이와 보강철근의 배

치를 제안하였다.

3. 파일-교대 연결부 제안 및 시험체 설계

3.1 파일-교대 연결부 제안

일체식 교대 교량에 사하중, 활하중 및 온도변화 등의 다

양한 하중이 작용할 경우 서로 다른 재료적 거동을 보이는

강재와 콘크리트 두 부재로 결합된 파일-교대 연결부에 지압

응력이 발생한다. 특히 장지간화 및 다경간화된 일체식 교대

교량의 경우에는 과도한 축력, 전단력 및 휨모멘트에 의해

과도한 지압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H-파일 상·하부

플랜지 주변에 급격한 강성차이로 인한 응력집중현상 및 조

기균열이 발생하여 설계 가정사항인 파일-교대 연결부가 강

체거동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거동을 보이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강성을 증가시킨 두 가지의 파일-교대 연결부를 제안

하고, 하중재하시험을 통해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2009, 한

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파일-교대 연결부와

의 거동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의 구조

적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Type-2, Type-3)와

일체식 교량 설계지침(2009,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에서 제시한 파일-교대 연결부(Type-1)를 그림 4에 나타내었

다. Type-2는 Type-1에 설치된 보강철근과 교대콘크리트에

매입되는 H형강의 상·하부 플랜지에 홀을 설치하고 관통

철근을 배치한 형상이며, Type-3는 Type-1, Type-2의 보강

철근을 제거하고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배치한 형상이다.

Type-2의 경우에는 홀에 채워진 콘크리트의 다웰작용(Dowel

action)과 관통철근의 전단강도가, Type-3의 경우에는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다웰작용이 축력, 전단력 및 우력모멘트에 수

직·수평전단저항성분으로 저항하여 파일-교대 연결부 콘크

리트에 작용하는 지압응력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3.2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설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형식의 파일-교대 연결부 거동을 분

석하고 성능 및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실

제 일체식 교대 교량의 상부구조, 교대 및 파일을 묘사한

구조시험체를 제작, 하중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의 교

대 및 파일은 일반적인 일체식 교대 교량의 난쟁이 교대와

H형강 파일 1개의 유효단면을 1/2배 축소하여 설계·제작하

였다. 또한, 실제 일체식 교대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

력, 전단력 및 휨모멘트가 파일-교대 연결부에 동시에 작용

할 수 있도록 그림 5와 같은 형상으로 설계·제작하였다.

하중재하시험에 사용된 3개의 시험체는 모두 파일 길이방

향으로 길이 3.61 m, 교축방향으로 길이 2.00 m, 교대부 및

상부구조부 폭이 0.65 m이며 양단 지점부는 그림 5와 같이

하중재하가 가능하도록 단부를 45o로 제작하였다. 시험체에

사용된 파일은 250×250×11×14 mm 단면의 압연 H형강을

사용하였으며, 시험체의 교대부에 휨에 대해 약축으로

500 mm 매입하여 설치하였다. 시험체의 파일-교대 연결부는

그림 5와 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3.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보강 상세(한국도

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09)

그림 4. 파일-교대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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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3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에 설치되는 스터드 전단연

결재의 개수는 재하 가능한 최대하중(1,000 kN) 내에서 파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에서 제시

한 식 (2)에 따라 극한 강도를 검토하여 산정하였다. 검토결과

Type-3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교대부에 매입되는 H형강

상·하부 플랜지에 각각 8개(H22-125 mm)의 스터드 전단연결

재가 Type-1, Type-2의 보강철근을 대신하여 배치되었다.

  (2)

총 3개의 시험체에는 파일-교대 연결부 콘크리트의 지압파

괴가 발생하기 전에 휨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철근 및

보강철근을 도로교설계기준(2005, 건설교통부)에 준하여 설

계·제작하였다. 또한, 전단보강철근은 콘크리트의 지압강도

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속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였다.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교대부 및 상부구조부의 콘크리트 설계강

도는 40 MPa이며, 파일부의 강재는 SS400강재를 사용하였

다. 철근은 SD40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였다.

4. 하중재하시험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변위, 연

결부의 회전 및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시

험체의 연결부, 우각부 및 H형강 지점부에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으며, 연결부, 우각부 및 H형강에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대부 및 상부구조부의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철근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

하였다. 하중재하시험은 그림 7과 같이 1,000 kN 용량의

유압식 가력장비(actuato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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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개략도(단위: mm)

그림 6.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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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중재하시험 결과

5.1 파일-교대 연결부의 하중-처짐 관계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파일-교대 연결부의 하중-처짐 관계 및

측정위치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의 하중-처짐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지 형식의

시험체 모두 탄성한계(Pl)로 정의되는 350~400 kN의 하중

(Type-1: 약 350 kN, Type-2: 약 370 kN, Type-3: 약 400

kN)까지 유사한 초기강성( =36.89 kN/mm)을 갖는 선형의

하중-처짐 거동을 보이고 있다. 하중재하시험 결과 탄성영역

내의 모든 파일-교대 연결부는 회전 및 수평이동 거동을 저

항할만한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Type-2, Type-3 시험체의 경우 Type-1 시험체보다 탄성한계

가 각각 6%, 14% 정도 더 높으므로 일체식 교대 교량이

장지간화 및 다경간화 될 경우,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 형

식이 발생하는 회전과 수평이동 거동에 대한 소성변형을 억

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탄성한계를 초과해서 모

든 시험체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고, 항복하중(Py) 이후 변위

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교대 연결

부 시험체의 항복이후 극한강도 도달까지의 강성은 동일 하

중에 대해 Type-3 시험체가 가장 작은 변위를 보이므로

Type-3 시험체가 가장 큰 강성을, Type-1 시험체가 가장 작

은 강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중-처짐 관계로부터 산정한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

대 연결부 시험체의 초기강성, 항복하중, 극한하중, 연성도

등을 시험체의 종류에 따라 표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초기강성과 항복점은 그림 9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하였다. 먼저 원점과 극한하중의 1/3되는 점을 연결한 선분

을 초기강성의 기울기로 하였고, 이 선분과 변위축이 이루는

각의 1/3되는 선분을 원점에서 그은 후, 실험값과 외접하도

록 평행이동한 선분이 처음에 그은 선분과 만나는 점의 하

중을 항복하중으로 하였다(홍성걸 등, 2007). 시험체 항복하

중(Py; Type-1: 416.04 kN, Type-2: 463.20 kN, Type-3: 504.02

kN)의 경우 Type-2, Type-3 시험체가 Type-1 시험체보다

각각 11%, 21%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시험체의 극한하중

(Pu; Type-1: 582.19 kN, Type-2: 575.96 kN, Type-3: 760.98

kN)은 Type-1과 Type-2 시험체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Type-3 시험체는 앞선 두 시험체보다 약 31% 정도 더 높

은 극한하중을 나타냈다. 시험체의 연성도(µ)는 Type-1과

Type-2 시험체가 각각 3.81, 4.08로 Type-2 시험체의 연성

이 Type-1 시험체보다 미소하게 높게 평가되며, Type-3 시

험체의 연성도는 6.31로 연성이 매우 높게 평가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탄성한계, 항복하중 및 항복이후의 강

성 의 측면에서 Type-2 시험체가 Type-1 시험체보다 하중

K
i

그림 7.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하중재하시험 전경

그림 8.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연결부의 하중-처짐 관계

그림 9. 항복점 산정 방법(홍성걸 등, 2007)

표 1.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하중재하시험 결과

시험체
초기강성 

(kN/mm)
탄성한계 Pl

(kN)
항복하중 Py

(kN)
항복변위 δy

(mm)
극한하중 Pu

(kN)
극한변위 δu

(mm)
연성도
µ=δu/δy

Type-1

36.89

350 416.04 15.36 582.19 58.58 3.81

Type-2 370 463.20 14.12 575.96 57.68 4.08

Type-2 400 504.20 16.03 760.98 101.28 6.38

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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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능력 및 성능이 우수하며, Type-3 시험체는 탄성한계,

항복하중, 항복이후의 강성, 극한하중 및 연성 등 모든 측면

에서 가장 우수한 하중저항능력 및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험체 파일부 H형강에 설치된 홀, 관통철근 및 스터

드 전단연결재가 교대부 콘크리트 내에서 하중에 저항하여,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지압응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결과

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Type-2와 같은

파일-교대 연결부 형식은 일반적인 일체식 교대 교량에 적용

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Type-3와 같이 스터드 전

단연결재를 설치한 파일-교대 연결부 형식은 장지간화 및 다

경간화 된 일체식 교대 교량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파일-교대 연결부의 회전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하중증가

에 따른 상대적인 회전각을 그림 10과 같이 변위계를 이용

한 상대변위를 측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파일-교대 연결부의

하중-회전각 관계 및 측정위치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파

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하중-회전각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지 형식의 시험체 모두 탄성영역 내에서는 연

결부의 회전각이 1o 이내의 미소한 범위에서 서로 유사한

선형거동을 보이므로 세 가지 형식의 파일-교대 연결부는 일

체식 교대 교량의 거동을 제어할만한 충분한 회전강성을 확

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탄성한계 및 항복점 이후

모든 시험체는 회전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선형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파일-교대 연결부 콘크리트에 과도

한 지압응력과 응력 집중현상으로 인한 균열 및 파괴에 의

한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하중-처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항복 이후 파일-교대 연결부의 상대적인 회전강성은 Type-3

시험체가 가장 크고 Type-1 시험체가 가장 작게 평가되었다.

회전강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Type-2, Type-3와

같은 파일-교대 연결부 형식이 탄성영역 뿐만 아니라 항복

이후에도 회전에 대한 저항능력 및 성능이 우수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결부는 일체식 교대 교량이 장지간화

또는 다경간화 될 경우 상부구조의 신축거동 시 파일머리

고정이라는 설계 가정 사항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파일

-교대 연결부 형식이라고 사료된다.

5.3 파일-교대 연결부의 파괴 형상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파일머리부

의 초기균열, 하중 증가에 따른 균열진전 양상 및 극한하중

부근에서의 파괴형상을 측정하여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모

든 시험체의 파일머리부에서 초기균열은 재하하중 상태에서

휨 압축을 보이는 H형강의 상·하부 플랜지 단부와 교대부

콘크리트의 경계면에서 발생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

열이 진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균열의 발생 및 진전

양상은 H형강의 상·하부 플랜지 단부와 교대부 콘크리트

경계면의 과도한 지압응력 및 급격한 재료적 강성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응력집중현상에 의한 것이다. 시험체 파일머리

부의 초기균열하중(Pcr; Type-1: 240 kN, Type-2: 360 kN,

Type-3: 320 kN)은 Type-2, Type-3 시험체가 Type-1 시험

체보다 각각 50%, 33% 정도 더 크게 측정되었다. 또한,

초기균열을 따라 발생하는 균열의 진전 양상을 보면 Type-2

그림 10. 파일-교대 연결부의 상대 회전각 측정 방법

그림 11.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연결부의 하중-회전각 관계 그림 12.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연결부의 균열진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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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ype-3 시험체는 Type-1 시험체보다 작은 수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Type-3 시험체의 경우 Type-2의 시험체보다 낮

은 하중상태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며, 440 kN 부근에서 휨

인장을 보이는 H형강의 상·하부 플랜지와 교대부 콘크리

트의 경계면에서 균열이 진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

은 교대부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터드 전단연결재가 H형강에

작용하는 지압응력을 완화하여 저항하다가 일정하중 이상에

서 스터드 전단연결재 주변에 발생하는 내부 균열이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따라 파일-교대 연결부 외부로 진전되기 때문

이다. 이처럼 Type-3 시험체는 앞선 두 가지 형식의 시험체

와 상이한 균열진전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파일-교대 연결

부의 강성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재하시험 결과, H형강에 설치된 홀, 관통철근 및 스터

드 전단연결재는 주변에 배근된 철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지압부를 형성하는 콘크리트를 적절히 구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균열 및 파괴

형상 측면에서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지압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홀, 관통철근 및 스터드 전단연결재는 파일-교

대 연결부 내에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5.4 파일-교대 연결부의 지압강도 평가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머리부는 회전고정이라는 설계가

정 조건에 부합하기위해 파일-교대 연결부는 변위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토 방법으로 파일의 H형강이 항복점

에 이르는 시점에서의 파일-교대 연결부 콘크리트에 작용하

는 최대 휨 저항력(그림 2(b)의 C1, C2)과 지압압축응력( fp)

을 검토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1999). 이 방법의 적용 시 지압부 면적은 H형강의 투영단면

적(식 (1)의 b)에 대하여 산정하며, 이때 콘크리트에 작용하

는 지압압축응력( fp)이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fck)보다 낮으면

파일-교대 연결부는 충분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부재로써 유연한 거동

을 위해 약축으로 배치된 H형강은 투영단면적이 효과적으로

지압에 저항하는 거동을 보이지 않고, H형강의 상·하부 플

랜지 경계면에 과도한 지압응력 및 급격한 재료적 강성차이

로 인한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여 콘크리트부에 그림 12와

같은 양상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체

식 교대 교량의 파일로 실제 약축 배치된 H형강의 거동특성

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시험체의 지압강도를 상

대적으로 평가하였다.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파일로 사용된 H형강이

SS400 강재인 것을 고려하여 항복응력을 245 MPa로 정의하

고, 응력-변형률 관계(σ =Eε)로부터 항복변형률을 1,167×10−6

mm/mm로 정의하였다. 그림 13으로부터 H형강의 압축부와

인장부의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할 시의 하중을 파일

부 강재의 항복하중(Py-st)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13은 파일-

교대 연결부 시험체 파일머리부 H형강의 변형률 측정위치

및 하중 단계별 변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체 파

일머리부 콘크리트의 초기균열하중(Pcr)을 파일부 강재의 평

균 항복하중으로 나눈 것(Pcr/ )을 무차원의 상대적 지압

강도 평가계수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강재항복하

중, 균열하중, 상대적 지압강도 평가계수를 표 2에 나타냈다.

P
y-st

그림 13.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파일부의 하중-변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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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시험체 파일의 평균 강

재항복하중( ; Type-1: 248.72 kN, Type-2: 255.46 kN,

Type-3: 246.08 kN)은 비슷하지만, 균열하중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을 적용한 시험체

의 상대적 지압강도 평가계수(Type-2: 1.41, Type-3: 1.30)

가 Type-1 시험체의 상대적 지압강도 평가계수(Type-1: 0.96)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

-교대 연결부 방식이 시험체의 변위 및 회전강성을 증가시키

고, 지압응력에 대해서도 시험체의 항복점 이후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는 강성을 확보하

는 동시에 충분한 연성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5.5 비선형 구조해석과 비교

본 연구에서 하중재하시험을 수행한 축소모형 시험체에 대

해 비선형 구조해석을 병행하고, 해석에 의한 하중-처짐 관

계를 하중재하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험체의 비선형 해

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구조해석에 사용되어 정확성과 적용

성이 검증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USAS(ver.

14.0)를 사용하였다.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교대부 및

상부구조부 콘크리트는 절점당 3개의 자유도를 갖는 20절점

솔리드 요소(solid mesh) HX20로, 파일부 H형강 강재는 절

점당 5개(모서리 절점은 3개)의 자유도를 갖는 8절점 면 요

소(thin shell) QSL8로, 콘크리트 내부에 배근된 철근은 절

점당 3개의 자유도를 갖는 3절점 선 요소(bar) BRS3로 그

림 14와 같이 모형화하였다. 재료 비선형 모델로 콘크리트는

Concrete (model94)를, 강재 및 철근은 Von Mises공식을 적

용한 Stress Potential을 적용하였다. 파일부의 강재와 교대부

의 콘크리트 접합면은 완전합성으로 가정하여 일체거동으로

모형화하였다.

비선형 구조해석에 의한 시험체의 파일-교대 연결부에서의

하중-처짐 관계를 하중재하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15

에 나타냈다. 비선형 구조해석 결과 초기강성은 하중재하시

험의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파일부의

강재와 교대부의 콘크리트 접합면을 완전합성으로 가정하여

일체거동으로 모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항

복점 및 항복이후의 강성 측면에서의 하중저항성능은 하중

재하시험의 결과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구조해석

시 상세히 배근된 철근, 관통철근 및 스터드 전단연결재 등

을 모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의 하중재하시험 결과와

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하중재하시험 결과가

비선형 구조해석 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므로 안전측이

라고 판단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에 대한

연구로써 일체식 교대 교량의 교대-파일 연결부의 강성을 증

가시켜 강체거동을 유도할 수 있는 파일-교대 연결부를 제안

하였으며, 제안된 파일-교대 연결부를 갖는 시험체와 기존에

제시된 파일-교대 연결부를 갖는 시험체를 제작하여 하중재

하시험을 수행하였다. 파일-교대 연결부 형식에 따른 거동특

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에 제시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

안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 모두 초기강성은 유사하지만,

항복점 이후의 거동(항복하중, 변위 및 회전에 대한 강성,

균열진전양상 및 파괴형상, 연성, 지압강도 등)측면에서 제

안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이 우수한 거동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는 기존의 파일-교대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지압응력 및 응력집중현상을

완화하여 부족한 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수한 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Type-3 시험체가 전반적인 거동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므로, 스터드가 설치된 파일-교대 연결부 방식

은 장지간화 및 다경간화 된 일체식 교대 교량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일-교대 연결방식이라고 판

단된다.

4. 파일-교대 연결부의 성능 및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

P
y-st

표 2.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의 지압강도 평가

시험체

강재항복하중 

Py-st (kN)

(kN)

균열하중
Pcr

(kN)압축부 인장부

Type-1 248.76 248.69 248.72 240.00 0.96 

Type-2 240.38 270.53 255.46 360.00 1.41 

Type-3 240.56 251.59 246.08 320.00 1.30 

P
y-st P

cr

P
y-st

-----------

그림 14.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해석모델의 유한요소망

그림 15. 파일-교대 연결부 시험체 하중재하시험과 구조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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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한 비선형 구조해석 결과는 하

중재하시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면서도 안전측의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를 통하여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교대 연결부

거동 특성과 교대-파일 연결부의 강성을 증가시켜 강체거

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일체식 교대 교량의 연결부 안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대 및 파일의 회전과 수평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장지간화 및 다경간화 된 일체식

교대 교량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일-교대 연결부를 적

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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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a : 등가응력사각형의 높이

Asc :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단면적

b : 투영단면적

C1, C2 : 파일-교대 연결부의 최대 휨저항력

d :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지름

E : 탄성계수

Ec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fck : 큰크리트의 설계강도(28일 압축강도)

fp : 파일머리 주변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지압강도

fu :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인장강도

: 시험체 초기강성의 평균

Mcouple : H-파일의 삽입부에 발생하는 우력 모멘트

Pcr : 시험체의 초기균열 하중

Pl : 시험체의 탄성한계 하중

Pu : 시험체의 극한 하중

Py : 시험체의 항복 하중

Py-st : 시험체 파일부 강재의 항복 하중

Vu :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극한 정적강도(전단강도)

z : H-파일의 삽입부에 발생하는 우력 모멘트 팔의 길이

δu : 시험체 극한 하중시의 변위

δy : 시험체 항복 하중시의 변위

ε : 변형률

µ : 시험체의 연성도

σ : 응력

K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