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5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3, No. 2, pp. 235~244, April, 2011

      DOI 10.4334/JKCI.2011.23.2.235

초고성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멘탈 교량 접합부에 대한 실험 연구

이창홍
1)
·진원종

1)
·최은석

1)
·김영진

1)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교량연구실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Joints in Ultra High Performance

Precast Concrete Segmental Bridges

Chang-Hong Lee,
1)
 Won-Jong Chin,

1)
 Eun-Suk Choi,

1)
 and Young-Jin Kim

1)*
1)
Structural Engineering & Bridg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Goyang 411-714, Korea

ABSTRACT Failures of segmental bridges have been attributed to the inadequate joint connection techniques, which led to cor-

rosion of the post-tensioned tendons connecting the segmental joints.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

formances of the in-situ cast joint and epoxy applied shear key joints as a function of shear and ultimate strengths. Furthermore,

shear behavior and strength of shear key joints in ultra high performance precasted concrete segmental bridges are experimentally

evaluated to understand its shear failure behavior. The test parameters of shear key shape and type, load-displacement relations,

cracking behavior, concrete strength, and fracture modes are considered in the study. Also, several parameters which influence the

mechanical behavior of the shear key joint are analyz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optimal shear key shape and joint type

are proposed for the joint design and analysis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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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각종 건설 구조물의 장대화, 대형화 및 고층화에

따른 고성능 콘크리트 재료 분야의 연구가 일반화되어

지고 있으며, 현재는 고성능 콘크리트의 한계 범위를 뛰어

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이하 UHPC,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의 개발도 일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재료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상태이다.
1)
 그러나 강섬유를 활용한 UHPC

의 재료 실험을 통한 재료 특성 연구(압축강도 180 MPa,

인장강도 10 MPa 이상 등)에 비해, 구조적 거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며, 국내의 콘크리트 구

조 설계 기준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외 설계 기준에도 그

설계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2,3)

한편, 프리캐스트 PSC 세그먼트 박스(precast prestressed

concrete segment box) 교량 건설 공법은 1950년대에 유

럽에서 개발되어진 현장 타설 PSC 세그멘탈 공법을 확

대 적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1990년 초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교량 건설에 이용되고 있다.
4-6)

 그러나

아직까지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한 PSC 세그멘탈 교

량의 적용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구조적 거동 분석 및 기준 체계 정립 등에 상당한 개정 및

보완 작업이 예상되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PSC 세그먼

트 공법은 가설 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7,8)

 첫

째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교각을 중심으로 프리캐스트 세

그먼트를 에폭시로 접합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평형을 유지하며 가설해 나가는 방법이며, 둘째는 가설

경간에 가벤트를 설치하고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늘려

놓은 다음 에폭시 수지를 도포 후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전 세그먼트를 접합시켜 가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공법은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

러나 PSC 세그멘탈 공법은 세그먼트의 조립으로 인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에는 접합부가 존재하게 되고, 특히 초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한 이 세그먼트들이 일체를 이루

어 완전한 구조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량 설

계시 접합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9-11)

교량의 상부 구조를 구성하는 세그먼트에는 전단응력

과 수직 방향 압축응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세그먼트의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복부에 전단키를

설치하게 되는데, 전단키는 주로 사다리꼴의 전단키가 사

용되며 접합부의 저항 능력 증가와 수분의 침투 방지를

목적으로 에폭시 수지를 도포하기도 한다.
12-16)

 따라서 전

단키의 역학적 거동, 하중 저항 능력, 그리고 에폭시의

영향은 접합부의 전단 거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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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접합부 거동의 특성은 구조물의 전체의 조립성과 구

조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17-19)

 

이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프리캐스트 PSC 세그멘탈 교

량 접합부의 거동 특성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전

단키 접합부의 극한 거동 및 파괴 형태를 실험을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고성능 프리캐스트 세그

멘탈 교량 접합부에 대해서 일반 콘크리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설계기준
3)
보다 합리적인 접합부 설계 및 전

단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UHPC 접합부의 극한 거동 실험

2.1 실험체 제작 개요

접합부에는 주로 세그먼트와 일체로 타설된 사다리꼴

의 전단키(shear key)가 사용되는데 접합부의 거동에는

접합 형태, 전단키의 유무, 전단키의 형상, 전단키의 수,

전단키의 표면 상태, 횡 구속 응력, 에폭시 두께, 하중

형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17-22)

 그러나 이

러한 개개의 요소들에 관한 파라미터 연구들은 보통 강

도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범주 내에서는 지난 수 십년

간 상당 부분 연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설계 기

준 레벨에서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허용 전단 조항만으로

표시되고 있어 전단키의 영향을 고려한 테스트 베드 및

실험체 구성 계획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단

키 접합부의 전단 실험을 통하여 구속 응력이 증가 할

수록 전단키 접합부의 전단강도가 증가하며, 에폭시가 없

는 접합부(dry joint)보다 에폭시가 도포된 접합부(epoxy

joint)의 강도가 현저히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23-27)

 또

한 Koseki 등
8)
의 연구에 의해 에폭시가 도포된 접합부의

거동은 일체로 타설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혀져 있다. 이

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실험 변수를 현장 타설(UHPC,

OPC 및 모르타르)접합 및 에폭시 접합 형태, 전단키 개

수, 횡방향 구속력, 접합부 현장 타설 양생 온도, 전단키

돌출 깊이, 접합부 채움재 조건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35개의 시험체로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으며 Fig. 1에는 현장 타설 접합 대표 상세 단면을 Fig.

2에는 에폭시 접합 상세 단면을 제시하였다. 

2.2 배합 및 제원

배합에 적용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며, 반

응성 분체로 실리카퓸을 사용하였다. 잔골재는 입도

0.5 mm 이하의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굵은골재는 사용하

지 않았다. 한편, 낮은 물-결합재비에 의한 소요의 작업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으며, 고

형 성분 30%, 밀도 1.06 g/cm
3
의 폴리카르본산계의 고성

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UHPC에서 사용되는 충

Table 1 Test variables in UHPC shear behavior

Joint
type

No. of
shear
key

Filler
Curing
temp.
(
o
C)

PS
(MPa)

Length of
shear key

(mm)
Specimen

Dry 

joint

(epoxy)

1
Epoxy

Room

temp.

2

30 D-1-E-2-30

15 D-1-E-2-15

7.5 D-1-E-2-07

4

30 D-1-E-4-30

15 D-1-E-4-15

7.5 D-1-E-4-07

8

30 D-1-E-8-30

15 D-1-E-8-15

7.5 D-1-E-8-07

None 8 30 D-1-N-8-30

2
Epoxy 8

30 D-2-E-8-30

15 D-2-E-8-15

7.5 D-2-E-8-07

None 8 30 D-2-N-8-30

0
Epoxy 8 - D-0-E-8-0

None 8 - D-0-N-8-0

Wet 

joint

(cast

in-situ)

1

UHPC

90 8 30 W-1-U90-8-30

70

0 30 W-1-U70-0-30

2 30 W-1-U70-2-30

4 30 W-1-U70-4-30

8

30 W-1-U70-8-30

15 W-1-U70-8-15

7.5 W-1-U70-8-07

12 30 W-1-U70-12-30

Room 

temp.

* 8

30 W-1-URT-8-30

15 W-1-URT-8-15

7.5 W-1-URT-8-07

Mortar 70 8 30 W-1-M70-8-07

OPC 70 8 30 W-1-O70-8-30

2 UHPC 70 8

30 W-2-U70-8-30

15 W-2-U70-8-15

7.5 W-2-U70-8-07

0 UHPC 70

2 - W-0-U70-2-0

4 - W-0-U70-4-0

8 - W-0-U70-8-0

Note)*Room temperature : 20 ± 5
o
C

Fig. 1 Details of cast in-situ joint type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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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filler)는 구성 입자 평균 입경이 10 µm 정도이고 SiO2

98% 이상, 밀도 2.60 g/cm
3
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28,29)

UHPC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 강섬유는 밀

도 7,500 kg/m
3
, 항복강도 2,500 MPa, 직경 0.2 mm, 길이

13 mm의 고탄성 강섬유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 UHPC,

OPC 및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주요 구성 재료에 대해 중

량비로 표기하였다.

2.3 접합부 전단 거동 실험 변수

 2.3.1 접합 방식

UHPC의 경우는 압축 및 인장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구조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일 세그먼트에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으나, 복합 세그

먼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연결부 양

생에 따른 접합부 건조수축 문제, 접합부의 재료 특성이

UHPC보다 취약할 경우 균열 발생 및 손상 발생 등의

우려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 타

설 접합 및 에폭시 접합 조건으로 접합부를 분류하여, 특

히, UHPC 세그먼트 접합부를 UHPC로 현장 타설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에폭시 접합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

하도록 한다. 

2.3.2 전단키의 개수

일반 및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PC 접

합의 경우는 전단키 개수의 증가가 전단 저항응력의 증

가와도 직결되게 된다. 그러나 UHPC를 이용한 부재 설

계시 최적 전단키 개수의 계산 및 전단 저항 응력과의

관계에는 전단키 개수 증가에 따른 상승 효과에 관한 연

구 사례가 전무하여 이를 변수로 두었는데 이는 UHPC

재료 특성의 역학적 실험 결과가 아직 설계기준 레벨로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2.3.3 접합부 채움재 

이 연구에서 설정한 UHPC 프리캐스트 PSC 접합부 채

움재의 변수로는 우선 에폭시 접합의 경우는 에폭시 유무

를, 현장 타설 접합의 경우는 UHPC(28일 압축강도

198.6 MPa, OPC(ordinary portland cement, 28일 압축강

도 35 MPa) 및 모르타르(28일 압축강도 30 MPa)로 구분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교량 세그먼트

접합부 연결시 현장 타설로서 고강도 콘크리트 범위 까

지는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시

킨 사례는 전무한데에 기인한다. 

2.3.4 접합부 현장 타설 양생 온도 

실제 현장에서 UHPC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가설할

경우, 접합부의 양생 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는 UHPC의 재료 배합에서 초기에 고강도(약 200 MPa

이상)를 발현하기 위해서 고온의 증기 양생을 필요로 하

는데, 실제 시공 현장에서 고온의 증기 양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료비 및 가설 속도 등이 실제적으로 영

향을 끼치는 데에 따른 것이다.

 2.3.5 횡방향 구속력 

기존의 일반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박스 접합 시에 고

정하중, 활하중 또는 기타 하중 뿐만 아니라 긴장력은 교

량 접합부에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발생시킨다. 수직응

력은 긴장력에 의해 주로 압축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

나 일부 설계규정에서는 현장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PSC

세그멘탈 교량에서 일부 미소 인장응력을 허용하는 경우

도 있으나, 극히 취성적인 UHPC의 경우 균열을 허용하

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2 MPa, 4 MPa, 8 MPa 및

12 MPa등으로 변수화하여 횡방향 구속 응력을 설정하였다.

2.3.6 전단키 돌출 깊이

전단키는 일반적으로 사다리 꼴 전단키가 사용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전단키의 저면에 대한 돌출 깊이의

비를 0, 7.5 mm, 15 mm, 30 mm 등으로 분류하여 고려하

였다. 여기서, AASHTO에서 추천하고 있는 전단키의 저

면과 돌출 높이의 비는 1/2이며, 여기서 전단키의 돌출

높이는 30 mm(≒1.25 in) 이상, 골재의 최대치수의 2배

이상 중에서 큰 값으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3)
 일반적

으로 전단키의 저면과 돌출 높이의 비가 증가할수록 전

Fig. 2 Details of epoxy joint type (unit: mm)

Table 2 Mix proportion of UHPC (weight ratio)

W/B Cement Silica fume Sand Filler Water-reducing admixture Fiber

UHPC 0.2 1 0.25 1.1 0.3 0.018 Vf = 2%

OPC

(NSC)
0.44 1 -

Fine:2.0

Coarse:2.29
- 0.006 -

Mortar 0.44 1 - Fine:2.0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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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AASHTO에서는 전단

키 돌출 높이의 절반인 지점을 저면의 길이로 하였을 때

전단키의 저면에 대한 돌출 높이의 비를 1/2을 기준으로

하여 쓰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단

키 돌출 깊이를 0, 7.5 mm, 15 mm, 30 mm까지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2.4 시험체의 제작, 양생 및 측정

이 연구에서는 실제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박스 거더

교량에 사용되고 있는 다중 전단키 부분만을 모델링하여

상기에서 서술한 각 변수에 의거하여 총 35개 시편을 제

작하였다. 양생중인 시험체의 형상은 Fig. 3에 나타내었

고 증기 양생 온도를 삼원화(20 ± 5
o
C, 70

o
C, 90

o
C)하여

실제 현장 적용시의 초기 접합에 따른 양생 온도 변수

를 고려하였다.

2.5 실험 방법

UHPC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교량 접합부에 대한 현장

타설 접합 및 에폭시 접합에 따른 순수 전단 저항 능력

을 검토하고자, Fig. 4와 같이 횡방향 축력의 경우는 450

ton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횡방향 구속력을 대

표 변수 8 MPa 및 기타 횡구속력으로 가력한 후, 이후

수직 액츄에이터(350 ton)를 이용하여 0.4 mm/min의 가

력 속도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이때, 수직 액츄에이터의

경우는 전단 시험체의 상부에 광파기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을 맞추었으며, 상부 수직하중의 재하판은 200 mm

× 200 mm이고 횡방향 구속력의 재하판은 크기가 200 mm

× 320 mm이며 두께가 30 mm인 철판을 사용하였는데 이

정도면 접합면에 압축응력을 균열하게 분포시킬 수 있다

고 사료된다. 

실험 시편에 대한 극한 거동 실험은 자동제어 실험 기

기(MTS)를 사용하며, 하중은 변위 제어 방식(displacement

control type)으로 재하하였고, 시험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중-변위, 하중-콘크리트 변형률의 관계 곡선

을 얻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접합부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 관계

Fig. 5에는 현장 타설을 수행한 현장 타설 접합부에서

횡방향 구속 응력이 8 MPa일 때 각각의 전단키 개수에 따

른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의 관계, Fig. 6은 현장 타설 접

합부에서 전단키 돌출 깊이가 30 mm인 경우 횡방향 구속

응력 변화에 따른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의 관계를 보여주

고, Fig. 7은 현장 타설 접합부 타설 온도 변수를 상온

(26
o
C), 70

o
C 및 90

o
C인 경우의 결과를, Fig. 8은 현장 타설

접합부에서 전단키 돌출 깊이 변수 결과를, Fig. 9는 현장

타설 접합부의 채움재 종류에 따른 변수 결과를 각각 도

시하였다. 여기서, 수직 변위는 전단키 시편의 압축에 의

한 탄성 변형과 접합부의 전단 변위가 포함된 총 변위이다.

한편, 에폭시 접합부를 변수로 둔 실험 결과는 Fig. 10

의 경우 키 개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Fig. 11에는 횡구

속력 변수에 따른 실험 결과를, Fig. 12에서는 전단키 돌

출 깊이에 따른 변수 결과를 도시하였고, Fig. 13에서는Fig. 3 Test specimens

Fig. 4 System set-up of UHPC shea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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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유무에 따른 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리고 최

종적으로 Fig. 14에서 현장 타설 접합부와 에폭시 접합

부의 상대적인 실험 결과를 비교 도시하였다.

여기서, 전단응력의 산정은 일본 JSCE 초고강도 콘크

리트 설계기준의 가이드 라인
30)
을 근간으로 하여 수직

전단 실험 최대 하중을 1/2 등분하였고, 전단키의 영향

과 관련된 부분은 변수 실험체로서 설정된 전단키 유무

에 따른 상승 효과를 실험값으로 비교한 결과를 전단키

효과로 정의하여 전단키 저항 응력으로 산출하였다. 

3.1.1 현장 타설 접합부의 거동

UH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이용한 교량

거더의 접합부 연결 시에 UHPC를 현장 타설 하여 실험

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UHPC 단일 세그

먼트의 인장, 압축, 전단 등의 역학적 특성이 보통 강도

혹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일 세그먼트와 비교하여 약

2~6배 이상의 성능 효과를 가져다줌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교량 시공을 고려할 경우, 프

리캐스트 세그먼트 연속 접합의 공기 단축을 위한 접합

부 연결의 경우에 조기 설계 목표 강도를 확보하기 위

한 UHPC의 증기 양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에

관한 검증 차원의 연구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장 UHPC 타설 접합시의 변수중의 하나로서

Fig. 5에서는 횡방향 구속 응력이 8 MPa일 때 현장 타설

접합부의 경우에 극명하게 전단키 개수 증가에 따른 최

대 전단응력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키 개수의

증가에 의해 강성은 커지고 극한점 이후의 파괴는 더욱

급격히 일어나는 취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극한점 이후 급격한 수직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

측되었는데 이는 양쪽 시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직하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 시편이 최고로 벌어

진 상태에서 전단키가 파손됨에 따라 급격한 수직 변위

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대 전단응력의 경

우는 키 개수가 0일때 8.9 MPa, 1일때 14.6 MPa, 2일때

24.7 MPa까지 저항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한편, Fig. 6에서는 횡구속력 조건 변수에 따른 전단키

접합부에서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와의 실험 결과 그래프

를 도시하였는데, 횡구속력이 0, 0.1, 2, 4, 8, 12 MPa로

변해감에 따라 극한 전단응력도 0.8, 4.5, 8.2, 10.0, 14.6

및 16.0 MPa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s. 5 및 6을 살펴보면 횡방향 구속 응력이 작은 경

우는 큰 경우에 비해 전단키에 대해 돌출 깊이에 따라

하중-변위 곡선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횡 방

향 구속 응력이 적은 경우 수직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 양편이 벌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끄러짐에 의해

야기되는 수직 변위에 기인함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7의 경우는 현장 타설시 UHPC의 양생 온도 조건을 달

리한 경우의 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는데, 타설 온도 변수

가 26
o
C, 70

o
C 및 90

o
C로 변해감에 따라 17.9, 14.6 및

13.2 MPa로 나타나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를 불러왔는데,

이는 접합부의 양생 온도 조건을 달리 하였음에도 실제

시험체를 측정하는 시간까지 UHPC 전단 거동 실험체가

일정 부분 수화가 진행되어 버려서 소요의 목표 강도를

기 달성해 버렸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Fig. 8의 경우는 전단키 돌출 깊이를 7.5, 15 및 30 mm

로 변수화한 전단 응력과 수직 처짐의 실험 결과를 도

Fig. 5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no. of

shear key parameter)

Fig. 6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Fig. 7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curing

temperature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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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전단키 돌출변수의 경우는 돌출 깊이가 증가

할수록 파괴 하중이 증가하면서 전단응력도 증가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시편의 극한 전단응력은

10.6, 13.7 및 14.6 MPa로 나타났다. 

Fig. 9에는 접합부 채움재 변수에 따른 전단키 접합부

에서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와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도

시하였는데, 전단키 채움재가 OPC, 모르타르 및 UHPC

로 변해감에 따라 6.0, 6.8 및 14.6 MPa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OPC<모르타르<UHPC의 순서로 전단 하중 저

항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2 에폭시 접합부의 거동

에폭시 접합부는 초기하중 단계에서 전단키 접합면의

미끄러짐에 의한 수직 변위나 양 시편의 벌어짐에 의한

수직 변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장 타설 접합부에 비

하여 더욱 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접합면의 균열 발생

이후의 거동은 에폭시가 없는 접합부의 거동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폭시 접합부인 경우에는

현장 타설 접합부의 거동과는 다르게 Fig. 10에서 보듯

이 횡 방향 구속 응력이 8 MPa인 경우에 초기 강성 및

최대 파괴하중 측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극명하게 전단키 개수 증가에 따른

최대 전단응력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

로 키 개수 2개의 경우가 0 및 1개의 키 개수의 경우에

비해 월등한 연성 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대 전단응력의 경우는 키 개수가 0일때 12.6 MPa,

1일때, 18.7 MPa, 2일때 26.1 MPa까지 저항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Fig. 11에는 횡구속 조건 변수에 따른 전단키 접합부에

서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와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도시

하였는데, 횡 구속력이 2, 4, 8 MPa로 변해감에 따라 극

한 전단응력도 12.3, 14.1 및 18.7 MPa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2에는 전단키 돌출 깊이 변수에 따른 전단키 접

합부에서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와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도시하였는데, 전단키 돌출 깊이 변수가 7.5, 15 및

30 mm로 변해감에 따라 12.9, 15.3 및 18.7 MPa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전단키 돌출 깊이에 따라서는 현장 타

설의 경우나 에폭시 접합의 경우 모두 전단 저항 응력의

Fig. 8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shear

key depth parameter)

Fig. 9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filler

parameter)

Fig. 10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no.

of shear key parameter)

Fig. 11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lateral

forces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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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강

성의 확보 문제의 경우는 전단키 돌출 깊이의 증가와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Fig. 13에는 에폭시 접착 유무에 따른 전단키 접합부

에서 전단응력과 수직 변위와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도

시하였는데, 에폭시 접합의 경우와 에폭시 비접합의 경우

17.5 및 18.7 MPa로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전

단응력과 수직 변형률의 경우는 절대 변형률이 비 접합

<에폭시 접합 크기로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에는 1개의 전단키를 가진 UHPC 현장 타설 및

에폭시 접합 시험체의 접합 조건 변수에 따른 파괴 결

과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접합 조건 변수의 경

우는 에폭시 접합의 경우가 더 큰 파괴하중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최대 수직 처짐 저항 능력만을 본

다면 약 3배 이상의 처짐 저항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에폭시 접합의 경우가 현장 타설 접합의

경우에 비해 더 큰 파괴하중 및 연성도를 확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3.2 균열 형태와 특성

이 실험에서 관찰된 균열의 특성은 Fig. 15에서와 같

이 현장 타설 접합부인 경우에는 초기균열이 전단키 끝

단에서 응력의 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사인장 균열이 발

생하며, 하중이 극한 상태에 도달할 때에는 전단키의 중

앙 부분에 2차 균열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전단 절

단 파괴(shear-off failure)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전단키에

서 전단 절단 파괴가 일어날 때에는 초기에 발생한 사

Fig. 12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shear

key depth parameter)

Fig. 13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epoxy

w/o parameter)

Fig. 14 Shear stress-displacement relationship of UHPC (joint

type parameter)

Fig. 15 Failure results of UHPC (cast in-situ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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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균열의 진전이 멈추고 균열 폭이 줄어드는 것이 관

찰되었다. 또한, 전단키의 돌출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전

단키의 경사면에서 지압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돌출 깊이 큰 경우에는 전단키의 중앙에서 휨

에 의한 파괴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폭시 접합부의 경우에는 Fig. 16에서 보듯이 하중이

증가하면서 전단키 아래의 평 접합부에서 에폭시의 접합

면이 파괴되면서 1차적으로 전단키에 초기균열이 발생

하였고 이와 동시에 현장 타설 접합부와 같이 전단키 끝

단에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며 극한 하중에 도달할 때

에는 전단키가 절단되면서 급격한 파괴에 도달하는 양상

을 보인다. 전단키의 돌출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전단키

의 접합면을 따라 에폭시의 파괴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으나 돌출 깊이가 큰 경우에는 전단키 내의 에폭시 접

합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않았으며 전단키의 최종적인 파

괴는 전단키의 절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17에는 이 실험을 통해 수행된 현장 타설 접합부

Fig. 16 Failure results of UHPC (epoxy joint)

Fig. 17 Shear stress vs. compressive stress of UHPC precast

joint

Table 3 Shear stress result in UHPC precast joint

Joint

type
Specimen

Lateral

force (kN)

Normal

failure

load (kN)

Joint maximum

shearing stress

(MPa)

Dry 

joint

(epoxy)

W-1-U90-8-30 512 1928 13.2

Wet joint

(cast in-situ)
0 110 0.8

W-1-U70-2-30 128 1032 8.2

W-1-U70-4-30 255.7 1320 10.0

W-1-U70-8-30 512.1 2332 14.6

W-1-U70-8-15 512.3 1742 13.7

W-1-U70-8-07 512.1 1580 10.6

W-1-U70-12-30 768.2 2168 16.9

W-1-URT-8-30 512.0 2288 17.9

W-1-URT-8-15 512.3 2368 18.5

W-1-URT-8-07 512.3 1521 11.8

W-1-M70-8-07 512.3 872 6.8

W-1-O70-8-30 512.4 771 6.0

W-2-U70-8-30 512.4 3162 24.1

W-2-U70-8-15 512.45 2492 19.4

W-2-U70-8-07 512.0 2030 15.8

W-0-U70-2-0 127.7 261 1.7

W-0-U70-4-0 256.0 331 2.5

W-0-U70-8-0 512 1056 8.9

W-1-U70-0.1-30 6.2 582 4.5

Wet 

joint

(cast 

in-situ)

D-1-E-2-30 127.8 1579 12.3

D-1-E-2-15 127.8 1013 8.6

D-1-E-2-07 127.9 885 6.9

D-1-E-4-30 256.0 1810 14.1

D-1-E-4-15 256.4 1228 9.5

D-1-E-4-07 256.1 1505 11.9

D-1-E-8-30 512.1 2387 18.7

D-1-E-8-15 512.2 1963 15.3

D-1-E-8-07 512.2 1652 12.9

D-1-N-8-30 512.4 2237 17.5

D-2-E-8-30 512.1 3336 26.1

D-2-E-8-15 512.1 2166 17.6

D-2-E-8-07 512.0 1504 11.7

D-2-N-8-30 512.2 2631 20.9

D-0-E-8-0 512.4 1618 12.6

D-0-N-8-0 512.1 65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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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폭시 접합부 전단 거동의 횡방향 구속력 변화에 따

른 회귀 분석 결과를 도시하였다. 기본 변수로는 전단키

깊이 30 mm인 경우에 한해 횡방향 축력 변수에 대해 비

교를 하였으며, 해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전단

저항응력 측면에서 에폭시 접합의 경우가 현장 타설 접

합의 경우에 비해 우월하며, 횡구속 응력의 경우는 상대

적인 전단 저항 상승 효과는 8 MPa에서 정점을 이루며

이후 횡구속 응력의 증가에 따라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가지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Table 3에는 실험을 통

해 수행된 UHPC 프리캐스트 접합부의 최대 전단응력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이는 이 실험 연구를 통해 측정되

어진 UHPC 프리캐스트 접합부에서의 각종 전단응력이

변수로 설정한 접합 방식, 채움재, 접합부 양생 온도, 횡

방향 구속 응력, 접합 유무, 전단키 돌출 깊이, 전단키

개수 등과 함께 연계되어 있어 향후 UHPC를 적용한 프

리캐스트 세그먼트 시공시의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교량 접

합부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단키 접합 방법,

전단키 개수, 횡구속 응력, 전단키 돌출 깊이, 현장 타설

접합 시 접합부 양생 온도 및 채움재 종류에 따른 접합

부의 거동 형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 타설의 경우보다 에폭시 접합의 경우가 UHPC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접합부의 전단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전단키 개수의 경우는 현장 타설 접합 및 에폭시

접합의 경우 모두 전단키 증가에 따라 전단 저항응

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횡구속 응력의 경우는 횡구속력이 0, 0.1, 2, 4, 8,

12 MPa로 변해감에 따라 극한 전단응력도 0.8, 4.5,

8.2, 10.0, 14.6 및 16.0 MPa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

고, 다만, 증가폭은 8 MPa에서 최대를 이루며 이후

의 횡구속 응력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4) 전단키의 형상에서 전단키의 돌출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강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최대하중

이후 더 큰 취성 거동을 보인다.

5) 현장 타설 접합부의 타설 양생 온도의 경우는 일정

부분의 수화 시간만 확보된다면 구조적 거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현장 타설 접합부의 경우, 채움재의 종류가 OPC,

모르타르 및 UHPC일 경우, 최대 전단 저항 응력은

OPC<모르타르<UHPC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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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그멘탈 교량의 파괴는 부적절한 접합에 의해 파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세그멘탈 접합부를 가로지르

는 횡방향 텐던의 부식을 야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 타설 접합 및 에폭시 접합 조건에 따른 초고성능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접합부에서의 전단키 거동을 전단 및 극한거동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PC 세그멘탈 교량 접합부의

전단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단키 접합부의 전단 거동과 전단강도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

여 접합부 형상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균열 거동, 파괴 모드, 전단 강도 등을 구명하고, 접합부의 역학적 거동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이로부터 최적의 접합부 형상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접합 방식

을 검토함으로서 접합부 설계의 지침과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핵심용어 :초고성능 콘크리트, 전단키, 전단 거동,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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