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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 형상 결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hape of a Longitudinal Joint of the Slab-type Precast Modular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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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longitudinal joint connection was proposed for the short-span slab-type precast modular bridges with 
rapid construction. The slab-type modular bridge consists of a number of precast slab modules and has the joint 
connection between the modules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bridge. The finite element based parameter analysis 
and the push-out test were conducted to design the shape and the dimensions of the longitudinal joint connection. 
Number of shear keys within the joint, height and depth of the shear key, tooth angle, and the spacing were considered 
as the design parameters. Using the local cracking load obtained from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n 
efficiency factor was propo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ongitudinal joint connection. The dimensions of shear 
key we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fficienc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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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the slab type of modular bridge

1. 서 론

모듈러교량은 소프트웨어, 기계, 자동차,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던 모듈러 기술을 교량 건설 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에 기반을 둔 형식의 교량이다((재)포항산

업과학연구원, 2012).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국토해양부, 2010)”을 기준으

로 우리나라의 준공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을 분석

한 결과, 이들 교량의 86%가 20 m 미만의 교량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향후 20 m 

미만 교량의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화 된 단경간(20 m 미만) 교량의 급속교체 시장에서 슬

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단경간

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은 슬래브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

러교량은 Fig. 1과 같이 횡방향으로 분절되어 미리 제작

된 프리캐스트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교량을 완성하

는 형태의 교량이다. 횡방향으로 분절된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에는 종방향의 연결부가 형성되며, 프리캐스트 모듈

의 조립은 횡방향으로 분절된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에 고

성능 무수축 모르터르를 주입한 후에 횡방향으로 긴장력

을 도입함으로써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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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for the shear transfer(Tassios 등, 1978) Fig. 3 Butt-Ends

이와 같은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이 교

량 시스템으로 일체화 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방향 연결

부의 전단하중 전달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캐스트 모듈 간의 전단강성(shear stiffness)과 전단

성능(shear capacity)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결부 사이에 

전단키를 사용한다. 김영진 등(1998)은 프리캐스트 바닥

판 연결부의 수직전단력 전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단키의 경사각, 전단키의 깊이(D)/높이(H) 및 구속응력

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ohsen A. Issa 

등(2003)은 프리캐스트 바닥판 연결부 채움재료에 따른 

연결부 성능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슬래브 형

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의 형식은, 연

결부의 시공성과 구조적 성능을 고려하여, 김영진 등의 연

구에서 고려한 것과 같은 female-female 형식으로 결정

하였으며, 연결부의 채움재는 장기적인 내구성능을 확보

하기 위하여 0.2%의 폴리아미드 섬유가 혼입된 고성능 

무수축 모르터르를 적용하였다.

전단키를 갖는 연결부는, Fig. 2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

로 작용하는 압축력(), 프리캐스트 부재와 채움재 간의 

마찰력, 그리고 전단키에 의한 다우웰(dowel) 작용에 의

해 전단력을 전달한다(Tassios 등, 1978). 전단키는 연

결부에 발생하는 슬립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연결부의 최대전단내력은 전단키의 파괴 형태로부터 영

향을 받으며, 주된 전단 슬립은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전

단균열 혹은 전단키 모서리의 균열이나 쪼개짐에 의해 전

단키의 효과가 감소될 때 발생하게 된다.

연결부의 전단응력(shear stress)과 국부응력(local stress)

이 연결부의 형상에 영향을 받으므로, 전단키를 사용한 연

결부의 전단성능은 전단키의 제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프리캐

스트 모듈에 적용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는 50 MPa이

다. 고성능 무수축 모르터르의 설계압축강도는, 철근이 배

근되지 않은 연결부 채움재의 균열발생 가능성을 억제하

기 위하여, 프리캐스트 모듈에 적용된 콘크리트에 비해 

1.5 배 이상인 80 MPa를 적용하였다. 종방향 연결부에 

사용되는 채움재의 재료비는 일반 무수축 모르터르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연결부의 단면적이 증가하면 재료비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부의 제원은 전단성능

과 재료비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속 시공을 위한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

스트 모듈러교량에 적합한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과 제원

을 제안하기 위하여 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결부의 설계변수는 전단키의 개수, 폭, 높이, 경사

각, 연결부 폭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방향 연결부의 효율

성을 평가하기 위해 효율계수(efficiency factor)를 제안

하였으며, 제안된 효율계수를 기준으로 유한요소해석 및 

수직전단실험(push-out test) 결과를 분석하고 최종적

인 전단키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해석 및 실험적인 검토를 하기에 앞서, 도로교설

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10)에서 제시하는 전단마찰 

설계 방법을 기준으로 전단강도에 대한 종방향 연결부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 종방향 연결부의 전단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에 대한 제원(전단키 제원, 연결부 폭)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단키의 기능 및 필요 성능을 검토하

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전단키가 없는 연결부(시공이음

면)에 대한 전단강도를 산정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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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Section of Slab-type modular bridge (L=10.0 m)

(a) (b)

Photo 1 Longitudinal joint and surface treatment in Push-out 

specimen : (a) Longitudinal joint, (b) Surface treatment

Fig. 5 Arrangement of PT tendons and classification of area for 

the safety check

도로교설계기준은 전단마찰 설계 방법에서 전단마찰철

근이 전단면에 수직한 경우에 대한 전단면의 공칭전단강

도()를 식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여기서, 는 전단마찰철근의 단면적(mm2), 는 전

단마찰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MPa), 는 전단면에 대

한 마찰계수이다. 식 (1)로부터 계산된 공칭전단강도는 

  및 (단위: N)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기

서,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는 전

단전달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면적(mm2)이다.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은 횡방향으로 분절

된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종방향 연결부)를 무수축 모르

터르로 채우고 횡방향 긴장을 통해 교량을 완성하기 때문

에 시공이음면이 형성된다. Fig. 4는 교량 길이 10 m인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단마찰 설계 방법에 의한 시공이음면의 공칭전단강

도는 식 (1)에 적용되는 전단마찰철근을 횡방향 긴장재

로 치환함으로써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기서, 는 횡방향 긴장재의 단면적(mm2), 는 

횡방향 긴장재의 항복강도(0.2% 영구 연신율에 대한 응

력, MPa)이다.

식 (2)의 마찰계수 는 시공이음면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측의 검토를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마

찰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를 적용하였으며, 

는 일반콘크리트에 해당하는 1.0을 적용하였다. 실제 프리

캐스트 모듈의 시공이음면은, 마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결지연제(setting retarder)와 워터젯(water jet)을 이

용하여 Photo 1과 같이 골재가 노출된 상태로 가공된다. 

공칭저항강도에 적용하는 마찰계수는 표면을 일부러 거

칠게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표면

처리에 의한 마찰력의 향상으로부터 전단마찰 설계 방법

에 의해 검토된 결과에 더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

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횡방향 긴장력이 도입된 이후에 교

량에 작용하는 2차고정하중(포장 및 방호울타리 하중)과 

활하중에 의해 발생한다. 횡방향 긴장력은 2차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해 교축직각방향(횡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

트와 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교축직각방향

으로 작용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교축방향을 기준으로 

지점부에 가까울수록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Fig. 5와 같

이 지간중앙부(Zone A)에 비해 지점부(Zone B)에 보다 

많은 양의 횡방향 긴장재가 배치된다. 따라서 종방향 연

결부의 전단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지점부와 지간중앙

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Fig. 6은 상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09

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점부와 지간중앙부의 횡단면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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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Distribution of Shear Force induced by Live Load (DB-24, 

DL-24) in Transverse Direction (L=10m): (a) Middle of 

span (Zone A), (b) End of span (Zone B)

Table 1 Results of the safety check of the longitudinal joint for the shear strength - Zone A

Span Length 
(m)

Height
(mm)

# of Strands1)

(EA/m)


(mm2/m)

Shear force Shear resistance



2) (kN/m) 

3) (kN/m) 
4) (kN/m) 

5) (kN/m) 
7) (kN/m)

8 370 7.5 1040.3 3.3 129.6 282.9 998.66) 749.0 2.65

10 450 6.3 866.9 5.8 128.3 283.4 832.2 624.2 2.20

12 530 7.5 1040.3 5.8 111.5 247.3 998.6 749.0 3.03

14 610 5.0 693.5 6.8 106.5 237.8 665.8 499.3 2.10

1) Type of strand : SWPC7BL (KS D 7002;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1)
2)  : Shear force induced by additional dead load (2nd dead load)
3)  : Shear force induced by live load (DB-24, DL-24)
4)     
5)    ;  1,600 MPa,  0.6

6)    998.6 kN < min   2,072 kN

7)   

Table 2 Results of the safety check of the longitudinal joint for the shear strength - Zone B

Span Length 
(m)

Height
(mm)

# of Strands
(EA/m)


(mm2/m)

Shear force Shear resistance


 (kN/m)  (kN/m)  (kN/m)  (kN/m)  (kN/m)

8 370 15.0 2080.6 2.5 154.3 335.0 1997.3 1498.0 4.47

10 450 12.5 1733.8 7.7 113.8 254.7 1664.4 1248.3 4.90

12 530 15.0 2080.6 32.6 307.2 702.9 1997.3 1498.0 2.13

14 610 10.0 998.6 30.7 245.9 586.6 1331.5 998.6 1.76

용하는 전단력의 분포 예를 나타낸 것이다. 지간 중앙부

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분포(Fig. 6(a))는 지점부에 비해 

고른 분포를 나타내며, 지점부에 발생하는 전단력의 분포

(Fig. 6(b))는 지점과 차륜하중의 위치에서 크게 발생하

는 경향을 보인다. 종방향 연결부의 전단력에 대한 보수

적인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종방향 연결부 근처에 발생하

는 전단력의 최대값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

다. 즉, 지간중앙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외측모듈을 제

외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을 기준으로 수행하

였으며, 지점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종방향 연결부의 

위치에 따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전단력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Table 1과 Table 2는 도로교설계기준의 전단마찰 설

계 방법을 기준으로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

의 각 지간장 별로 종방향 연결부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

전성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과 Table 

2의 검토 결과는 종방향 연결부에 전단키가 형성되지 않

은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한 것으로, 종방향 연결부는 전

단키가 없다 하더라도 종방향 연결부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단키는 종

방향 연결부의 전단강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여유를 확

보하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유한요소해석 기반 매개변수 분석

3.1 매개변수 분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링

3.1.1 매개변수

유한요소해석에 기반한 매개변수 분석의 대상교량은 

지간장 10 m를 갖는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

이다.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설계결과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2) 지간장 10 m의 경우 

프리캐스트 모듈의 높이는 450 mm로 결정되었다. 따라

서, 해석모델의 높이는 설계결과와 동일한 450 mm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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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parameters

S [EA] D [mm] H [mm] β [ ° ] t [mm]

1

20

60 30 20

80 20, 30, 40 20

100 20, 30, 40 20

120 30 20

30

90 30 20

120 20, 30, 40 20

150 20, 30, 40 20

180 30 20

40

120 30 20

160 30 20

200 30 20

240 30 20

2

10

30 30 20

40 20, 30, 40 20

50 20, 30, 40 20

60 30 20

20

60 30 20

80

20 20

30 10, 20, 30

40 20

100 20, 30, 40 20

120 30 20

30
90 30 20

120 30 20

H

D
β

t

(a)

H

D

β

t

(b)

Fig. 7 Shape of longitudinal joint: (a) Single shear key, (b) 

Double shear keys Fig. 8 Finite element model for shear key

정하였으며, Table 3과 같이 전단키 개수(S), 폭(D), 높이

(H), 경사각(), 연결부 폭(t)을 해석변수로 선정하였다. 

전단키의 제원은 프리캐스트 모듈의 높이 450 mm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단키의 폭/높이 비(D/H 비)가 1/3, 

1/4, 1/5, 1/6이 되도록 결정하였다. Fig. 7에는 1개의 전

단키와 2개의 전단키를 가지는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리캐스트 교량의 경우 제작성을 

고려하여 1개의 전단키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

단키의 개수가 전단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 전단키의 개수도 매개변수로 고려하였다.

3.1.2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ABAQUS 6.6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모델링에 

사용된 요소는 2차원의 plane-strain 요소이며, 요소의 

두께는 250 mm로 적용하였다. 프리캐스트 모듈에 적용

한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는 50 MPa을 적용하였으며, 

연결부에 적용한 고성능 모르터르의 설계압축강도는 80 

MPa을 적용하였다. 프리캐스트 모듈과 연결부 간의 계면

은 접촉과 분리가 가능한 contact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마찰계수는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표면처리를 하

지 않은 콘크리트간의 마찰계수인 0.6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의 양 측면에 지지조건(restraint)을 적용

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양 측면에 인접한 reference 

point를 생성시키고 양 측면의 절점들과 강결 되도록 한 

뒤, reference point에 지지조건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모

델에 순수한 전단력을 적용시키기 위해, 좌측의 reference 

point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고 우측의 reference point

는 하중이 도입되는 수직방향의 자유도만을 제외하고 모

든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하중(전단력)은 우측의 reference 

point에 수직방향으로 100 kN까지 작용시켰다.

3.2 유한요소해석 결과 및 분석

3.2.1 전단키 높이에 따른 균열하중

Fig. 9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계산된 최대주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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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Contour of maximum principal stress: (a) Single shear key, (b) Double shear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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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maximum principal stress on the precast 

module and joint concrete

Fig. 11 Cracking load based on the precast module(β = 30°, t 
= 20 mm)

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주응력의 최대값은 하나

의 전단키를 갖는 모델과 두 개의 전단키를 갖는 모델 모

두 전단키의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균열이 전단키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키의 모서리에 발생하는 최대주응

력()이 콘크리트의 휨균열응력인  에 이르도

록 하는 하중을 균열하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식 (3)

과 같이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

축강도(MPa), 는 유한요소해석 시 도입된 하중

이다.

      (3)

Fig. 11과 Fig. 12는 각각 프리캐스트 모듈과 연결부의 

전단키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한 최대주응력()으로부터 

구해진 균열하중을 전단키의 높이(H)에 따라 나타낸 것

이다. 프리캐스트 모듈에 대하여 계산된 Fig. 11의 균열

하중은 연결부에 대하여 계산된 Fig. 12의 균열하중에 비

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10과 같이 프

리캐스트 모듈의 전단키 모서리 부분의 주응력이 연결부

의 전단키 모서리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데 반해, 프리캐스트 모듈의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50 

MPa)는 연결부 모르터르의 설계압축강도(80 MPa) 보

다 작은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프리캐스트 모듈과 연결

부에 대한 균열하중의 최소값으로 결정되는 종방향 연결

부의 균열하중은 모든 경우의 해석 결과에서 프리캐스트 

모듈의 균열하중으로 결정된다. Fig. 11의 결과를 살펴보

면, 전단키 2개인 경우가 전단키 1개인 경우보다 균열하

중이 크며, 전단키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 모두 전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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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racking load based on the joint(β = 30°, t = 20 mm) Fig. 13 Efficiency factor with height of shear key(β = 30°, t = 

20 mm)

의 폭(D)이 감소할수록 균열하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1의 해석결과로부터, 연결부의 균열하중은 전단

키 2개에 전단키 폭(D)이 30 mm 이고 높이(H)가 100 

mm 내외일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2 전단키 높이에 따른 효율계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

듈러교량 연결부에는 일반적인 무수축 모르터르에 비해 

고가의 채움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부의 제원은 연결

부의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부의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효율계수( )를 제안하였다. 

균열하중은 연결부 성능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연결부 단면적의 증가와 설계압축강도의 향상은 모두 

재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효율계수는, 식 (4)와 

같이, 균열하중()을 연결부의 단면적()과 연결

부 채움재의 설계압축강도()로 나눈 무차원의 계수로 

제안하였다. 효율계수는, 재료비를 상승시키는 연결부 단

면적과 설계압축강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균열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므로, 연결부의 성능과 경제성

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4)

Fig. 13은 전단키 높이(H)에 따른 효율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1개의 전단키를 갖는 연결부의 효율계수는 전단

키 높이(H)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2개

의 전단키를 갖는 연결부의 효율계수는 전단키 높이(H)

가 증가하여도 효율계수 값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2개의 전단키를 갖는 연결부의 효율

계수가 1개의 전단키를 갖는 연결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2개의 전단키를 가지는 경우, 연결부의 전단성

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3으로부터 가장 높은 효율계수를 갖는 경우는 전

단키 높이(H) 80 mm, 폭(D) 20 mm의 S2-D20인 경

우로, 연결부의 제원은 전단키 2개, 전단키 폭(D)과 높이

(H)가 각각 20 mm, 80 mm인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3.2.3 전단키 경사각의 영향

Fig. 14는 전단키 경사각()에 따른 균열하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경사각()이 균열하중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단키 경사

각()을 25°로 추천하고 있으며(FIB, 2008), Eurocode 

2에서는 전단키 경사각()이 3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CEN, 2004). 본 연구에서는 해석결

과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전단키 경사각()을 30°로 

결정하였다.

 

3.2.4 연결부 폭의 영향

Fig. 15와 16에는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의 연결부 폭

(t)에 따른 균열하중과 효율계수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었

다. 이들 결과로부터 연결부 폭(t)이 30 mm에서 10 mm

로 감소하면서 균열하중은 약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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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racking load with tooth angle(t = 20 mm) Fig. 15 Cracking load with spacing(S = 2, D = 20 mm, H = 

80 mm, β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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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iciency factor with spacing(S = 2, D = 20 mm, H = 

80 mm, β = 30°)

나타났으며, 연결폭(t)이 감소함에 따라 효율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결부 폭(t)이 감소되는 

만큼 연결부 단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

부 채움재의 워커빌리티가 확보된다면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의 연결부 폭(t)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수직전단실험(Push-Out Test)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에 기반을 둔 매개변수 분

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연결부의 제원을 결정

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모사한 수직전단실험을 수

행하였다.

4.1 실험 계획

4.1.1 실험체의 종류 및 제작

매개변수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연

결부의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 매개변수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실험을 계획하고 실험체를 제

작하였다. 유한요소모델을 모사하기 위하여, Fig. 17과 

같이, 실험체의 연결부 높이와 두께는 유한요소모델과 동

일하게 각각 450 mm, 250 mm를 적용하였다.

수직전단실험에서는 매개변수 분석에서 연결부의 성능

과 효율에 대한 주요 변수로 나타난 전단키의 개수(S) 및 

높이(H), 연결부 폭(t)을 실험변수로 적용하였으며, 실험

체의 종류는 Table 4와 같다.

전단키의 폭(D)은, 매개변수 분석에서 주요 변수인 것

으로 나타났지만, 실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개변수 

분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균열하중을 보이면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값으로 고정하였다. 전단키가 1개인 

경우, 전단키의 폭이 30 mm인 모델의 균열하중이 전단

키의 폭이 40 mm인 모델에 비해 다소 낮지만 효율계수

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키가 2개인 

경우, 전단키의 폭이 20 mm인 모델의 균열하중이 전단

키의 폭이 30 mm인 모델에 비해 다소 낮지만 효율계수

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단키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의 전단키의 폭은 각각 30 mm와 20 

mm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단키의 경사각()은, 다른 변수에 비해 연결부의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험변수에

서 제외하였으며, 매개변수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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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ross-section of longitudinal joints : (a) Single shear key, (b) Double shear keys

Table 4 Experimental parameters

S
[EA]

D
[mm]

H
[mm]

β
[ ° ]

t
[mm]

No. of Specimen

1 30

120 30 20 3

150 30 20 3

180 30 20 3

2 20

80 30 20 3

100 30

10 3

20 3

30 3

120 30 20 3

LVDTLVDT LVDT

각형강관

강봉

볼트

Fig. 18 Concept of experimental setup

Photo 2 View of experimental setup

결정하였다.

실험체에 적용한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는 50 MPa

이며, 실험 시점에서 발현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약 

36 MPa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연결부의 

제원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실험체 중에서 프리캐스트 모듈에 해당

하는 부분은 실제 프리캐스트 모듈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

근을 배근하였다. 연결부에 타설된 고성능 무수축 모르터

르의 설계압축강도는 80 MPa이며, 실험 시점에서 발현

된 압축강도는 약 85 MPa 수준이었다.

4.1.2 실험 세팅 및 계측

실험은 1,000 kN 용량의 만능재하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변위 제어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8은 실험세팅 개요를 나타낸 

것이며, Photo 2는 실험체 설치가 완료된 전경을 보여준 

것이다.

재하하중에 의해 실험체 하단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

해, Fig. 18과 같이 실험체의 양 측면에 각형강관을 설치

하고 하단에 설치된 강봉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압축력을 

도입하였다. 모든 실험체에 동일한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

해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동일한 토크로 볼트를 조였으며, 

볼트에 도입한 토크의 크기는 최대 용량 274.4 kN-m 

(28 kgf-cm)의 토크렌치로 조절이 가능한 최소값인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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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Crack pattern of specimen (S = 2, D = 20 mm, H = 

80 mm, β = 30°, t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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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ypical Load-Slip Curve (S = 2, D = 20 mm, H = 100 

mm, β = 30°, t = 20 mm)

kN-m(4 kgf-cm)이다.

중앙에 위치한 블록과 양 측에 위치한 블록 간의 상대

변위, 즉 슬립(Slip)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앞면과 

뒷면 각각 3개의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다. 각 블록

의 변위는 바닥에서 150 mm 떨어진 높이에 부착된 L-

형 앵글로부터 계측하여, 중앙부 블록과 양 측의 블록 간 

변위의 차이로부터 슬립량을 산정하였다.

4.2 실험결과 및 분석

4.2.1 실험체의 거동 및 균열 양상

Photo 3은 실험체에 발생한 전형적인 균열 상태의 예

를 보여준 것이다. 실험체에 발생한 초기 균열은 시공이

음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공이음면에 작용하는 전

단력에 의한 부착파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균열은 시공이음면을 따라 발생하였으며, 하중이 증가하

면서 시공이음면에 발생한 균열의 성장과 함께 채움재를 

관통하는 수직방향의 직접전단파괴에 의한 추가적인 균

열이 발생하는 거동을 보였다. 직접전단파괴에 의한 균열

이 발생한 이후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콘크리트 

블록에 전단파괴가 일어나면서 하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단키의 모서리에서 쪼개지는 형태의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유한요소해석의 결과(Fig. 

9)와는 다른 결과로, 유한요소모델에서는 시공이음면에 

존재하는 부착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유한요소모델의 

경계조건을 실험체에서 이상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한요소해석 모델에서 예측된 거동과 다른 거

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실험체의 상태가 실제 구조물에 

적용되는 상태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적인 종방향 연결부의 상세는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2.2 실험체 균열하중

Fig. 19는 전단실험에서 얻어진 전형적인 형태의 하중

-슬립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대한 

분석 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Fig. 19의 하중-슬립 곡선으로부터 균열하중()

을 추정하였다. 전단실험체는 프리캐스트 모듈 또는 연결

부 모르터르에 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 탄성적으로 거동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탄성적인 거동의 한계를 균열하중

으로 고려하였다.

균열하중은 초기 하중에서부터 하중이 순수하게 증가

하는 구간의 하중-슬립 곡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균

열하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Fig. 20과 같이 하중이 순수

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정규

화된 구간 길이의 1/10을 반경()으로 하는 구간의 평균 

기울기(slope)를 추정하였다.

평균 기울기는, Fig. 21과 같이, 하중이 증가하면서 점

차 증가하다가 선형탄성거동을 하는 구간에서 일정한 수

준의 기울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 하중의 수준이 선형

탄성구간을 넘어서면서 점차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실험체에 균열과 같은 

소성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탄성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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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Normalized Load-Slip Curve in monotone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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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verage slope with applied load (S = 2, D = 20 mm, H 

= 100 mm, β = 30°, t = 20 mm)

Table 5 Experimental results

Specimen
 [kN]

Spec. 1 Spec. 2 Spec. 3 Average

S1-D30-H120-t20 - 152.5 179.4 166.0

S1-D30-H150-t20 - - 148.0 148.0

S1-D30-H180-t20 123.1 112.9 126.7 120.9

S2-D20-H 80-t20 173.1 191.3 156.7 173.7

S2-D20-H100-t10 193.9 182.3 107.0 161.1

S2-D20-H100-t20 170.1 127.4 - 148.8

S2-D20-H100-t30 121.4 - 134.7 128.1

S2-D20-H120-t20 121.9 158.1 109.2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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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racking load with height of shear key(β = 30°, t = 20 

mm) 

한계는 평균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균

열하중을 추정하기 위하여, 평균 기울기가 최대 평균 기

울기의 90%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의 하중을 탄성거동의 

한계, 즉 균열하중으로 고려하였다.

Table 5는 실험체별로 수직전단실험 결과로부터, 앞에

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얻어진 균열하중을 정리한 것이

며, 실험체 자체의 결함이 발견된 실험체는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4.2.3 전단키 개수 및 높이의 영향

Fig. 22는 Table 5에 정리된 실험체별 균열하중의 평

균값과 매개변수 분석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의 결과

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체의 균열하중은 유한요

소해석에서 계산된 균열하중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험체의 전단키 모서리에 실제로 

균열이 발생하는 응력이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휨인장강도에 비해 높고 균열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는 실험체의 거동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체의 균열하중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하게 

전단키의 높이(H)가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감소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실제 연결부의 성능(균열하중)은 전단키의 높이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전단키의 폭/높이 비를 갖는 경우, 전단키 1개

인 실험체(S1-D30)와 전단키 2개인 실험체(S2-D20)

의 균열하중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단키가 

2개인 실험체의 균열하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단키가 2개인 유한요소모델의 균

열하중이 전단키가 1개인 모델의 균열하중에 비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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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fficiency factor with height of shear key(β = 30°, t =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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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racking load with spacing(S = 2, D = 20 mm, H = 

100 mm, β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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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fficiency factor with spacing(S = 2, D = 20 mm, H = 

100 mm, β = 30°)

나타난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전단키가 2

개인 경우에서 전단키가 1개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3은 식 (4)의 균열하중()에 실험체의 균열하

중을 대입하여 계산된 효율계수를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단키의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 

연결부의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단키의 높이가 증

가함에 따라 효율계수가 감소하는 폭은 균열하중이 감소

하는 경향에 비해 보다 급격하게 나타난다. 효율계수를 

비교하면, 전단키가 2개이며 전단키의 높이가 낮은 연결

부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전단키 2개, 전단키의 폭(D) 20 mm, 전단

키 높이(H) 80 mm인 연결부가 가장 효율적인 연결부 

제원이라고 할 수 있다.

Fig. 22와 Fig. 23의 경향으로부터, 전단키 2개를 갖는 

실험체에 포함되지 않은 전단키 높이가 60 mm인 경우의 

성능과 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전단키의 높이가 60 mm인 경

우의 균열하중이 다른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하기 때문

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경향이 크게 다르

지 않다면 전단키의 높이가 60 mm인 연결부의 성능과 

효율은 전단키의 높이가 80 mm인 연결부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2.4 연결부 폭의 영향

Fig. 24와 Fig. 25는 Table 5의 실험체별 균열하중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결부 폭(t)에 따른 균열하중과 효율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는 연결부 

폭(t)이 균열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수직전단실험 

결과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났지만, 수직전단실험 결과에

서는 연결부 폭이 감소함에 따라 균열하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결부의 폭이 줄어

들면서 연결부의 단면적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계

수는 연결부의 폭이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결부의 폭은 연결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인 10 mm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부의 폭이 10 mm로 좁은 경우 모르터르의 유동성

이 떨어지면 연결부의 충전이 불량해 질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Photo 4와 같이 실험체를 제작하면서 

유동성이 높은 고성능 모르터르를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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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View of pouring the mortar Photo 5 Condition of joint filled with mortar after curing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거푸집을 탈형한 

이후 연결부의 충전 상태를 검토한 결과, Photo 5와 같이 

충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유동성

을 갖는 고성능 모르터르를 적용할 경우 연결부의 충전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

의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과 제원을 결정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그 결과,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전단마찰 설계 방법을 기준으로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

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는 전단키가 없다 하더

라도 마찰에 의해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

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에 형성되는 전단키는 

전단강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여유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전단키를 갖는 종방향 연결부에 대한 유한요소해

석 결과, 종방향 연결부에 작용하는 응력은 전단키

의 모서리 부분에 집중되며, 종방향 연결부에 균열

이 발생하는 최소의 하중인 균열하중은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캐스트 모듈

의 균열하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에 따른 성능과 경제성을 평

가하기 위해 효율계수( )를 제안하였으며, 제

안된 효율계수를 이용하여 종방향 연결부의 효율

을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4)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매개변수 분석 결과로부

터, 종방향 연결부의 균열하중은 전단키의 깊이와 

높이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단

키의 개수에 따른 균열하중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5) 하지만, 종방향 연결부의 효율을 비교하면, 전단키

가 2개인 경우의 효율계수가 전단키가 1개인 경우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방향 연

결부에 대한 수직전단실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었다. 즉, 전단키가 2개인 경우, 종방향 

연결부에 투입되는 재료비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전단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6) 매개변수 분석 및 수직전단실험 결과, 전단키의 경

사각은 균열하중 및 효율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결부의 폭

(모듈간 횡방향 간격)이 좁을수록 종방향 연결부

의 균열하중 및 효율이 높아지므로, 시공상의 문제

가 없다면 모듈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성능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7) 슬래브 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

결부에 대한 해석 및 실험적 검토 결과, 단수의 전

단키를 갖는 연결부 보다는 복수(2 개)의 전단키

를 갖는 것이 유리하며 연결부의 폭은 시공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가급적 작게 하는 것이 

연결부의 성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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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급속시공을 위한 단지간의 슬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의 종방향 연결부 상세를 제안하고자 한다. 슬

래브 형식의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은 횡방향으로 분절되어 제작되므로, 분절된 프리캐스트 모듈 사이에는 종방향의 연결부가 형

성된다. 이에, 종방향 연결부의 형상과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 전단키 개수, 폭, 높이, 경사각, 연결부 폭을 변수로 선정하여 해석

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서 연결부에 초기 균열이 발생하는 균열하중에 대한 경향을 검토하

였으며, 종방향 연결부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효율계수(efficiency factor)를 제안하였다. 해석 및 실험에서 얻어진 균열하중

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효율계수를 이용하여 연결부의 형상 및 제원을 결정하였다.

핵심 용어 : 프리캐스트, 슬래브 교량, 모듈러교량, 연결부, 전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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