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6권 제5호(2012. 9)

격자형 강합성 바닥판 이음부의 휨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Bending Behaviour of Steel Grid Composite Deck Joint

신 현 섭1)* 이 진 형2) 박 기 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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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int of existing steel grid composite deck is composed of lap splice of reinforcing bar with end hooks and 
field-placed concrete. In this study, bending tests of deck joint composed of concrete shear key and high tension bolts 
are carried out for the design variable, concrete shear key strengthened with steel plate or not, and test results are 
compared with flexural performance of the existing deck join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echanical deck joint has 
about 30% ~ 60% more ultimate bending strength than the existing joint.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moment- 
curvature relationship, the initial bending stiffness of the existing deck joint is some higher than that of mechanical joint. 
But, after crack failur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existing deck joint is rapidly reduced. Furthermore, the deck 
joint with the strengthened shear key with steel plate has more bending moment capacity than the deck joint without 
strengthening. And strengthening of shear key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bending stiffness. 

Keywords : Steel grid composite deck, Deck joint, Lap splice, Concrete shear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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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y filled                  (b) partially filled

(c) deck joint with field-placed concrete

(d) deck joint with lap splice of rebar

Fig. 1 Steel grid composite deck (Gase, 2010; Versace, 2004; 

D.S. Brown co., 2007)

1. 서 론

격자형 강합성 바닥판(steel grid composite deck)은 

교량의 시공성 및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슬래브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신속한 시

공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기승 등, 2000; 정영수 등, 2003; 

김성훈 등, 2007; 신현섭 등, 2011). Fig. 1 (a) 및 (b)

는 강형이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 및 강형의 상부 일부만 

콘크리트와 합성된 형태를 취하는 격자형 강합성 바닥판

을 나타낸 것이다.(Gase, 2010; Pierce, 2005). 격자형 

철골은 휨인장을 부담하는 T형강, 이와 직각으로 연결되

는 가로막대(cross bar), T형강 사이에 위치하며 가로막

대와 직각으로 연결되는 세로막대(longitudinal bar)로 

구성된다. 슬래브와의 합성은 강형 상부에 설치되는 전단

연결부에 의하여 이뤄진다.

기존 격자형 강합성 바닥판의 이음부 형식을 검토해 보

면 철근 배근 없이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Fig. 1 

(d)에서와 같이 후크형태의 철근 겹침이음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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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nding test range

(a) lap splice connection(D-LC)

(b) bolted connection strengthened with steel plate(D-BCP)

(c) bolted connection bonded with epoxy(D-BCB)

Fig. 3 Detail of specimens 

있다(Versace, 2004; D.S. Brown co., 2007). 서로 연

결되는 각각의 바닥판은 프리캐스트 방식에 의해 제작되

고 설치됨으로써 현장 타설에 의한 바닥판 공법 보다 더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음부에 있어서는 채움 콘크

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캐스트로 제작이 가능한 격자형 강

합성 바닥판을 플랫폼 형식의 수평지지구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의 일환으로서, 

match-cast 방식으로 제작된 콘크리트 전단키와 고장력 

볼트로 구성된 이음부(이하 볼트체결 이음부)에 대해 휨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이음부(이하 철근겹침 

이음부) 휨성능과 비교함으로써 기계식 연결방법에 의한 

이음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볼트체결 이

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 전단키를 강판으로 보강한 경우

와 강판 없이 에폭시로 부착한 경우를 실험변수로 하여 

콘크리트 전단키에 대한 보강의 필요 유무를 검토하였다.

각 이음부 형식의 휨성능 비교는 항복 및 최대하중을 

기준으로 휨강도를 비교하였으며, 휨강성 비교를 위해서

는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강성을 이용하였

다. 또한, 각 이음부 형식의 연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중-

처짐 관계곡선으로부터 구한 처짐비 및 모멘트-곡률 관

계곡선으로부터 구한 곡률비를 서로 비교하였다. 

2. 휨실험 계획

2.1 실험체 계획 

이음부 휨성능평가 실험을 위한 실험체는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실제 구조시스템에서 바닥판 지간의 중앙

부 폭 900mm 구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실험체 종

류는 이음부 형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

째 실험체 종류는 Fig. 3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후크형

태의 철근 겹침이음을 적용한 실험체(D-LC)로서 기존

의 이음부 형식에 대한 휨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볼트체결 이음부의 휨성능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단, 기존 단면상세와의 차이점은 후크형태의 철근 끝단을 

T형보 웨브에 용접한 것인데, 이는 철근 겹침이음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두 번째 실험체 종류는 콘

크리트 전단키와 고장력볼트로 구성된 이음부 실험체이다. 

이는 다시 이음부 접합면을 2mm 두께의 강판으로 보

강한 것(D-BCP; Fig. 3 (b))과 강판 없이 에폭시 부착

으로 접합하는 실험체(D-BCB; Fig. 3 (c))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실험변수를 선택한 것은 콘크리트 전단키의 보

강 유무에 따른 강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이음부 설계에 

대한 검토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이음부 형식에 대해 각각 3개씩의 실험체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적인 실험체 계획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재료강도로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는 35MPa이고, 격자형 철골에 사용된 강재

는 SM400이며, 고장력볼트의 규격은 F8T이다(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011).

2.2 실험체 제작

볼트체결 이음부 실험체의 제작은 Fig.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1차적으로 바닥판 격자 철골 조립과 철근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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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tup of specimen and LVDT

Table 1 Specimen list for bending test

specimen joint type test parameter test no.

D1)-LC2)

lap splice +

(6∅19)

field-placed 

con'c

existing 

connecting method
3

D-BCP
3)

shear key +

high tension bolt

(3⨯M27)

- mechanical connection

- strengthened with steel 

plate

3

D-BCB
4)

shear key +

high tension bolt

(3⨯M27)

- mechanical connection

- epoxy bonding without 

strengthening

3

1) D: Deck  2) LC: Lap splice Connection

3) BCP: Bolted Connection strengthened with steel Plates

4) BCB: Bolted Connection Boned with epoxy

(a) formwork (b) precast deck unit module

(c) joint connection (d) bolting up

Fig. 4 Fabrication of deck joint specimen with high tension bolts

(a) precast deck unit module (b) field-placed concrete

Fig. 5 Fabrication of deck joint specimen with lap splice of rebar

스트레인 게이지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으로 

각각의 프리캐스트 강합성 바닥판을 제작하였다. 이후 28

일간의 양생기간을 거쳐 콘크리트 전단키가 설치된 한쌍

의 바닥판을 3개의 고장력볼트로 체결하여 일체화함으로

써 제작과정을 모두 완료하였다. 볼트체결 이음부 형식에

는 콘크리트 전단키를 강판으로 보강한 것과 강판 없이 

이음면을 에폭시로 접합하는 2종류의 실험체가 있다. 강

판으로 보강한 실험체의 경우 Fig. 3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판 고정과 이음부 균열 억제를 위해 ㄷ자 형태로 

가공된 철근을 실험체 폭 방향으로 약 150cm 간격으로 

강판에 용접하였다. 에폭시 부착형 실험체의 경우 콘크리

트 전단키를 서로 맞물리는 과정에서 주재와 경화재를 혼

합하여 제작한 에폭시를 도포하여 접합하고, 고장력볼트

로 체결하였으며 충분한 경화를 확인한 후 실험을 진행하

였다. 

철근겹침 이음부 실험체의 경우 각각의 프리캐스트 강

합성 바닥판은 볼트체결 이음부 실험체와 동일한 과정으

로 제작하였다. 서로 이웃하게 되는 각각의 바닥판을 양

편에 거치하고 겹침이음을 관통하는 철근의 배근 및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여 제작을 완료하였다. 

2.3 가력 및 측정방법

이음부 실험체의 휨성능평가를 위해 Fig. 6의 셋팅상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순지지 상태에서 실험체 중앙을 

가력하는 3점 재하방법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이음부에 

재하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가력장

치로는 2000kN급 UTM을 사용하였으며, 가력방법은 변

위제어로 초당 0.01mm의 속도로 가력하였다. 

지간중앙과 4등분점에서의 처짐을 측정하기 위해 변위

계를 설치하였으며, 재하하중에 따른 각 부재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체 제작시 철근에 부착한 게이지 외에

도 지간 중앙부 슬래브 및 격자형 철골의 가로막대 등에

도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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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results of D-LC

Specimen
Load (kN) Deflection (mm)

δm/δcf
Pic Pcf Pm δcf δm

D-LC1 49.5

45.8

83.3

83.2

134.8

142.0

11.6

11.3

42.7

44.1 3.90D-LC2 40.8 88.8 148.7 11.9 47.1

D-LC3 47.2 77.5 142.6 10.5 42.4

Table 3 Test results of D-BCP and D-BCB

Specimen
Load (kN) Deflection (mm)

δm/δy
Pic Py Pm δy δm

D-BCP1 44.1

47.6

177.5

176.0

219.1

225.8

28.4

29.5

65.8

67.2 2.28D-BCP2 56.1 178.2 229.1 30.3 67.5

D-BCP3 42.5 172.4 229.2 29.9 68.4

D-BCB1 46.2

50.4

-

183.9

-

183.9

-

28.9

-

55.3 1.91D-BCB2 51.6 181.4 181.4 28.3 50.9

D-BCB3 53.5 186.3 186.3 29.5 59.6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하중-처짐 관계: 휨강도 비교

3.1.1 개요

각 이음부 실험체에 대한 3점재하 정적 휨실험 결과를 

다음의 Table 2 및 Table 3에 요약하였으며, 각 이음부 

형식별 하중-처짐 관계곡선을 Fig. 7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Pic, Pcf, Pm은 철근겹침 이음부 실험체(D-LC)에

서 초기균열 하중, 이음부 균열에 의해 단면성능 저하가 

현저한 균열파괴 발생 하중, 최대하중을 의미하며, δcf, δ
m는 각각 해당 하중이 재하된 상태에서 측정된 지간 중앙

부 처짐값이다. 또한, Table 3에서 Pic, Py, Pm은 각각 볼

트체결 이음부 실험체(BCP 및 BCB)에서 초기균열 하중, 

항복하중, 최대하중을 의미하며, δy, δm는 각각 해당 하중

이 재하된 상태에서 측정된 지간 중앙부 처짐값이다. 항

복하중 Py는 주인장부재가 항복하면서 하중증가율의 감

소가 뚜렷한 상태에서의 재하하중으로서, 지간 중앙부 가

로막대 하면에 설치된 스트레인게이지의 변형률과 하중-

처짐 곡선에서 하중 증가율의 변화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Fig. 8에는 이음부 형식에 따른 하중-처짐 관계곡선을 

서로 비교하여 놓았다. Fig. 9는 볼트체결 이음부 실험체

(D-BCP1)에 대한 최대하중 재하 시의 처짐상태를 나타

낸 것이다. 실험결과 분석에 있어서, D-BCB1의 경우 실

험체 제작 오차로 인해 초기균열 발생 이후 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 동종의 다른 실험체와 다른 거동을 나타낸 관

계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1.2 실험체별 휨거동 비교

D-LC 실험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45.8kN의 재하하중

에서 실험체 중앙 부근의 단면 확대부 경계면에서 초기균

열이 발생하였다. 약 83.2kN의 하중이 재하되는 단계에

서 이음부 콘크리트 하면으로부터 상부로 향하는 균열이 

확대되어 발생하고 이에 의한 단면강성의 감소로 다소 급

격한 하중 증가율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중앙 부근 단면확대부의 콘크리트에 전

단균열이 발생하고, 인장철근이 항복한 이후에는 급격한 

하중 감소가 발생하여 가력을 종료하였으며, 이때의 최대

하중은 142.0kN으로 측정되었다. Fig. 10 (a)는 가력 종

료시의 이음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하중 작용시 

후크 형태로 가공한 철근의 상단 및 하단의 변형률은 각

각 2000×10-6 및 500×10-6 수준으로서, 하단부 철근

은 상대적으로 휨인장 부담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3.2kN의 하중 재하단계에서 하

중 증가율의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 것은 후크 철근의 하

단부가 휨인장을 효과적으로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BCP의 경우 실험체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앙

부 가로막대 하면에 설치된 게이지의 변형률 값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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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LC

(b) D-BCP

(c) D-BCB

Fig. 7 Load-deflection curve of deck joints

Fig. 8 Comparison of load-deflection curves

Fig. 9 Deflection under maximum loading step (D-BCP)

×10-6의 수준에서 하증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항복하중은 평균 176.0kN으로 측정되었다. 슬래브 하단

부에서 시작된 초기 휨균열 이후 하중이 증가됨에 따라 

Fig. 10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음부 콘크리트를 중심

으로 전단균열이 발생하였고 콘크리트 상단부가 압괴되

면서 하중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최대하중은 평균 

225.8kN으로 측정되었다.

전체적인 이음부 형태 및 연결방식은 D-BCP와 같으

나 강판보강 없이 에폭시로 부착된 D-BCB 실험체의 경

우, 항복하중은 평균 183.9kN으로 측정되어 D-BCP와 

비교했을 때 5%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항

복하중 발생 이후 더 이상의 하중 증가는 없었고, 최대하

중은 D-BCP 실험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8.5% 더 작

게 측정되었다. 최대하중 작용 시의 이음부 균열상태를 

비교해 보면, D-BCP의 경우 균열이 비교적 일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D-BCB의 경

우 수평방향의 전단균열이 상부 슬래브 중심선을 따라 양

방향으로 비교적 더 넓은 범위까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음부 하단으로부터 중심부를 향해 경사균열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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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LC2

(b) D-BCP1

(c) D-BCB2

Fig. 10 Comparison of crack pattern

고 있다. 

볼트체결 이음부 형식에 대해 위와 같은 균열거동 및 

최대하중의 차이는 이음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전단키의 

보강 여부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D-BCP의 

경우 콘크리트 전단키가 강판으로 보강되어 있고 이 강판

을 고정하기 위해 ㄷ자 형태의 철근이 용접되어 있는데, 

강판에 의해 접합면 부근에 발생하는 응력집중과 이로 인

한 균열발생이 완화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ㄷ자 형

태의 철근이 이음부 내부에 발생하는 균열과 양방향으로 

발생하는 수평전단균열의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LC 실험체에서도 관찰되는 수평전단균열은 슬래브

와 슬래브에 일부 매입된 강부재(T형보 및 세로막대) 간

의 합성에 따른 전단력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폭이 90cm인 실험체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폭을 갖는 실

제의 바닥판에서는 전단력 전달 면적의 증가로 인한 내력

증가로 전단균열의 발생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전단균열 발생에 따른 최대 내력의 차이는 더 작

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실험 및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볼트체결 이음부 형식의 D-BCP 및 D-BCB 실

험체와 철근겹침에 의한 D-LC 실험체를 비교해 보면, 

최대하중의 크기 측면에서 볼트체결 형식이 약 30% ∼ 
60%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본적으로 

두 이음부 형식이 서로 다른 단면상세를 갖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실험조건으로부터 나온 결과로서 철근겹침 이

음부 형식에서도 철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재의 휨강

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단면높이 

조건에서는 철근량을 증가시키더라도 휨모멘트 증가량에

는 일정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휨모멘트를 2배 가량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면높이 또한 증가시키는 것이 옳다. 

그러나, 슬래브 단면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자중이 증가하

게 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 모멘트-곡률 관계: 휨강성 비교

3.2.1 휨강성 계산방법

이음부 실험체의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는 Fig. 9 및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재하에 의해 지간 중앙

부를 중심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균열은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된다. 단면 2차 모멘트는 슬

래브에 분포하는 균열 및 그 진전 정도와 휨인장을 부담

하는 인장부재의 소성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각 이음부 형식에 대한 휨성능 평가실험에서 측정

한 변형률 및 처짐값으로부터 모멘트-곡률 관계를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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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urvature distribution and moment-curvature curve 

Fig. 12 Distribution of deflection and curvature 

Table 4 Curvature of D-LC (1/m)

Specimen  ic  cf  u  u/ cf

D-LC1 0.040

0.041

0.144

0.137

0.609

0.626 4.57D-LC2 0.028 0.136 0.636

D-LC3 0.055 0.131 0.632

Table 5 Curvature of D-BCP and D-BCB (1/m)

Specimen  ic  y  u  u/ y

D-BCP1 0.029

0.029

0.283

0.297

0.704

0.697 2.35D-BCP2 0.037 0.316 0.697

D-BCP3 0.020 0.293 0.690

D-BCB1 0.046

0.046

-

0.305

-

0.644 2.11D-BCB2 0.069 0.315 0.584

D-BCB3 0.022 0.295 0.705

Fig. 13 Moment-curvature curves

적으로 유도하고, 이로부터 구한 휨강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이음부 형식별 휨거동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곡률 

계산에 이용한 처짐값은 지간의 4등분점 및 지간 중앙에 

설치한 변위계로부터 측정한 것이며, 또한 변형률은 지간 

중앙에서 15cm 떨어진 위치에서의 슬래브 및 가로막대

에 설치한 스트레인게이지로부터 측정한 것이다.

곡률계산을 위해 먼저 단순지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곡률분포는 Fig. 11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각 측정 지

점에서의 처짐 및 곡률을 Fig. 12에서와 같이 정하면, 지

간 내 해당 위치에서의 처짐과 곡률간의 관계는 모멘트 

면적법(Moment-area method)에 의해 다음의 식 (1)

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상수값 aii는 지간내 곡률계

산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값이다. 또한, 식 (1)에서 δ1 

및 δ3는 4등분점 및 지간 중앙에서의 처짐값으로 실험과

정에서 측정한 것이고, 2는 식 (2)의 관계에 따라 변형

률 측정값으로부터 구하였다. 식 (2)에서의 d는 슬래브 

상면과 가로막대 하단부 사이의 거리이다. 























  
  
  












 (1)



  (2)

      (3)

식 (1)에 실험으로부터 구한 처짐값 δ1 및 δ3, 지간 중

앙에서 15cm 떨어진 위치에서의 곡률 2를 대입하여 지

간 중앙에서의 곡률 3을 구하면 식 (3)과 같다. 식에서 

a, b, c는 식 (1)을 3에 대해 제전개함으로써 구해지는 

상수값이다. 식 (3)을 이용하여 이음부 형식별로 지간 중

앙에서의 곡률을 구하면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Table 4에서  ic, cf, u는 각각 초기균열 발생시 곡률, 

균열파괴 발생 하중(Pcf) 재하단계에서의 곡률 및 최대하

중 작용시의 곡률이다. 또한, Table 5에서  ic는 초기균

열 발생시 곡률, y 및 u는 각각 항복하중 및 최대하중 

작용시의 곡률이다.

모멘트-곡률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면 

Fig. 13과 같다. Fig. 13은 실험체 D-LC2, D-BCP2 및 

D-BCB2를 예로 들어 비교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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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ending stiffness of D-LC (kNm
2
)

Specimen EIi EIc EIcf EIc/EIi EIcf/EIc

D-LC1 551.20

559.58

391.51

344.37

55.79

64.19 0.62 0.19D-LC2 619.38 377.90 63.83

D-LC3 508.16 263.69 72.96

Table 7 Bending stiffness of D-BCP and D-BCB (kNm
2
)

Specimen EIi EIc EIy EIc/EIi EIy/EIc

D-BCP1 491.51

531.08

349.36

290.46

42.80

66.69 0.55 0.23D-BCP2 627.50 243.31 70.98

D-BCP3 474.22 278.72 86.30

D-BCB1 365.65

501.69

-

240.13

-

0.00 0.48 0.00D-BCB2 443.91 239.28 0.00

D-BCB3 695.50 240.97 0.00

이음부의 휨강성은 모멘트-곡률 관계곡선의 기울기로

서 각 실험체별로 하중재하 단계에 따라 구하여 Table 6 

및 Table 7에 요약하였다. Table 6에서 EIi, EIc, EIcf는 

각각 초기 휨강성, 초기균열 발생 이후 균열파괴 발생 하

중(Pcf)이 재하되기 전 상태에서의 휨강성, 균열파괴 발생 

하중 재하 이후의 휨강성이다(Fig. 11 참조). Table 7에

서 EIi는 초기 휨강성, EIc는 초기균열 발생 이후 항복하

중이 재하되기 전 상태에서의 휨강성이며, EIy는 항복하

중 재하 이후의 휨강성이다(Fig. 11 참조). 

초기균열 발생 이후 항복하중이 재하되기까지 이음부 

콘크리트 및 이음부 좌우측 슬래브 콘크리트에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이 발생, 진전되며 이에 따라 모멘트-

곡률 곡선의 기울기인 휨강성도 일정하지 않게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하중 재하점에서의 휨강성을 비교

하기 보다는 실험체별로 특징적인 거동의 상호 비교에 목

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초기균열 발생 이후 항복하중 재

하 단계까지의 휨강성 EIc의 경우 구간내 대부분의 값들

을 포함하며 항복하중이 재하될 때의 모멘트 값을 지나는 

소위 대표적인 접선의 기울기로 하였다.

3.2.2 실험체별 휨강성 비교

D-LC 실험체의 경우, 초기 휨강성 EIi은 559.58 

kNm2으로서 볼트체결 형식의 D-BCP 및 D-BCB 실험

체에 비해 각각 5% 및 11%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초기균열 발생 이후의 휨강성 EIc는 344.37kNm2으

로서 D-BCP 및 D-BCB 실험체의 EIc에 비해 각각 

18% 및 43% 더 높게 나타났다. 균열파괴 하중(Pcf) 재

하단계를 전후로 한 휨강성의 비율 EIcf/EIc는 0.19로서, 

Pcf 재하상태에서 철근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음에도 이음

부 콘크리트의 균열로 인한 휨강성의 감소가 매우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볼트체결 이음부의 초기 휨강성 및 항복전의 균열 후 

휨강성이 철근겹침 이음부 실험체의 경우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이음부 자체의 강성과 하중 재하에 따르는 

균열발생 정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볼트체결 이음부의 경우 서로 분리하여 제작

한 바닥판을 물리적으로 조립한 단면구조를 갖는 반면에, 

철근겹침 이음부의 경우 채움 콘크리트로써 양쪽의 두 바

닥판을 완전히 결합한 단면구조를 갖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철근겹침 이음부 실험체의 경우 초기의 휨거동에서 

더 우수한 특성을 보였음에도, 철근 항복 전에 균열파괴가 

발생한 이후에는 휨성능의 감소가 뚜렷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D-BCP와 D-BCB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접합

면을 에폭시로 부착한 이음부(BCB)가 초기 휨강성의 경

우 6%, 균열 후 휨강성은 17% 정도로 강판으로 보강한 

경우(BCP)에 비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휨강성에 대한 균열 후 휨강성의 비율(EIc /EIi)도 에폭시

로 부착한 경우가 약 7% 정도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와 같은 휨강성 비율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강판 

보강 없이 접합면을 에폭시로 부착한 D-BCB의 경우 부

재의 초기상태에 비하여 균열 발생 후의 강성 감소 정도

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실험체 형식의 이음부 접합면 상태만을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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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B의 경우 콘크리트 접합면을 거칠게 표면처리 하

고 에폭시로 부착하였기 때문에 휨강성이 비교적 더 우수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균열상태, 최대 재하하중

의 크기 및 휨강성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이음부 면의 접

착유무가 휨성능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이음부 보강에 의

한 슬래브 수평전단균열 및 이음부 콘크리트 균열의 억제

효과가 휨성능 향상에 비교적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3 연성 비교

실험체가 항복할 때의 처짐량에 대한 최대하중 재하시

의 처짐량 비율(δm/δy)을 연성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보면, BCP의 경우 평균 2.28, BCB는 평균 1.91

로서 강판으로 보강한 경우가 약 19% 정도 연성이 더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연성지수에 대한 다른 정

의로서 항복할 때의 곡률에 대한 최대하중 재하시의 곡률 

비율(φu/φy)을 비교해 보면 BCP의 경우 평균 2.35, BCB

는 평균 2.11로서 처짐값으로 부터 구한 연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철근겹침 이음부 형식의 경우 이음부 콘크리트의 균열

파괴로 뚜렷한 하중 증가율의 감소를 보였으나 재하하중

은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처짐비(δm/δcf) 및 곡률비(u/cf)를 계산하면 각

각 3.90 및 4.57로서 콘크리트의 균열파괴에 기인한 소

성거동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변형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항복을 기준으로 하여 다

른 실험체의 경우와 같은 지표로서 변형특성을 평가한다

면, 취성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성화 및 이에 의한 단면

성능의 감소에 있어 서로 다른 파괴메카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체의 항복에 대한 기준과 변형특성의 평가방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tch-cast 방식으로 제작된 콘크리트 

전단키와 고장력볼트 체결로 구성된 이음부를 격자형 강

합성 바닥판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휨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존의 철근겹침 이음부 형식과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철근겹침 이음부와 볼트체결 이음부의 최대내력을 

비교해 보면, 볼트체결 이음부의 최대하중이 약 

30% ~ 60% 정도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본적으로 두 이음부 형식이 서로 다른 상

세를 갖기 때문임은 당연하다. 단, 철근겹침 이음

부 실험체 후크 철근의 상단과 하단의 변형률 측정

결과에 의하면 하단부 철근은 상대적으로 휨인장 

부담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음부 하단부에 균열이 발생한 이후 하

중 증가율의 뚜렷한 감소를 보이는 것은 후크 철근 

하단부가 휨인장을 효과적으로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철근겹침 이음부와 볼트체결 이음부 실험체의 휨

강성 비교결과에 따르면, 철근겹침 이음부의 경우 

가력 초기의 휨거동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음에

도, 철근 항복 전에 균열파괴가 발생한 이후에는 

휨성능 감소가 뚜렷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

한 보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음부 콘크리트 보강유무에 따른 휨성능 변화를 

검토한 결과, 전단키를 강판으로 보강한 경우가 에

폭시로 접합된 경우에 비해 최대하중이 18.5%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휨강성 또한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판에 의해 응력집중

과 이로 인한 균열발생이 완화될 수 있고, 무엇보

다 강판을 고정하고 있는 철근이 이음부 내의 균열

과 슬래브 수평전단균열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구조실험과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콘

크리트 전단키와 고장력볼트 체결로 구성된 이음

부 형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고장력볼트의 제원 및 이음부 배근상세에 따른 휨

성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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