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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을 받는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접합부의 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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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에서는 전단하중을 받는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물 모듈 접합부의 구조거동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듈 접합부 전단키의 균

열 양상, 전단거동 및 전단강도를 파악하였다. 전단강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단키의 경사각도, 횡방향 구속응력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실험변수로 고려하였다. 전단키의 경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접합부의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구속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키의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실험변수에 따른 전단거동 실험결과를 토대로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식에 의한 전단강도 예

측값은 실험값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부유식 콘크리트, 모듈, 전단키, 전단강도, 균열, 횡방향 구속응력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behavior of module joints in floating concrete structures subjected to shear. Crack
patterns, shear behavior and shear capacity of shear keys in joints of concrete module were investigated. Test parameters included
shear key shape, or inclination of shear keys, confining stress levels an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Test results showed that
shear strength of joints increased as shear key inclination increased. Test results also showed that shear strength of concrete module
joint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confining stress levels. The equation for predicting shear strength of joints was suggested, which
was based on the test results. Shear strength prediction by using the equation suggested in this study showed good agreement with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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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접합부의 강도특성실험"란 제목으로 “2011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논문집(해운대센텀호텔 2011.11.17.-19,

pp. 180-182)”에 발표되었음.

1. 서 론

최근 들어 부유식 구조물(floating structure)을 이용한 해상

공간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부유식 구조물

건설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Na and Song,

2009; Hong et al., 2001; Zaleski-Zamenhof et al., 1990). 대부

분의 부유식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은 조선산업 분야를 중심

으로 기술개발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강재(steel)를

이용한 부유식 구조물 개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강재 구조

물은 제작 및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 극심한 파랑하중 조

건에서의 구조적 안정성 저하의 우려 때문에 부유식 해상구조

물에서의 적용과 실용화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해상 부유식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시공

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Yang and

Kim., 2012; Rognas et al., 2001; Starr, P. and Wainwright,

D. A., 1996).

실제로, 미해군에서는 군사용 선박 접안을 위한 잔교 구조

물을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모듈 단위로 시공

하는 하이브리드 모듈 잔교 구조물 (modular hybrid pier,

MHP)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Lanier et al., 2005), 국내

에서도 국토해양부 마리나 항만 계획에 따라 수행된 함평 해

양마리나 시설이 7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구조체로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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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콘크리트 부유식 구조물은 가설현장 근처의 공장

또는 별도의 제작장에서 모듈(module) 단위로 제작하고, 제작

된 모듈 부재를 가설현장으로 이동한 후 가설장비를 이용하여

각 모듈부재를 조립하여 목적 구조물을 완성하는 시공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된다. 이때, 각 모듈 부재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것이 콘크리

트 구조물의 일체화 도모 및 시공품질 향상에 유리하다. 이와

같이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단위로

계획할 때 모듈 사이에 접합부가 존재하게 되고, 접합부에서

는 모듈 사이의 원활한 응력 전달 및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Annamalai et al., 1990; Koseki, K. and

Breen, J. E., 1983). 또한, 접합부 전단키는 역학적 거동과 강

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며, 접합부의 거동 특성은 구조물

전체의 조립성과 구조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Lee et al., 2011; Buyukorzturk et al., 1990; Kaneko et

al., 1993a, 1993b; Tsinker, 1986; Turmo et al., 2006). Yang

and Kim(2012)은 전단키 하면과 돌출 높이의 비()가 0.30

이하인 부유식 콘크리트 모듈 부재 접합부의 강도특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Han et al.(2006)은 교량구조물에 적용하기 위

한 분절 부재의 전단실험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단키의 형상에 따른 접합부의 전

단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단하중을 받는 접합부에 대

하여 전단 성능평가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단키의 형상

변화에 의한 접합부 전단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전

단키를 사용하였으며, 실험변수로써 전단키의 형상 즉, 전단키

경사각도와 횡방향 구속응력 및 콘크리트 강도를 실험변수로

고려하였다. 실험변수를 반영한 콘크리트 접합부 실험시편을

제작하여, 구조실험을 수행하여 접합부에서의 하중-변위 관계

특성, 균열, 파괴양상 및 전단 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의 전단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였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유식 모듈 구조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구조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의 콘크리트 모듈 구조 위에

설계자가 원하는 목적 구조물 즉, 구체적인 상부 구조물을 설

계할 수 있다. 콘크리트 모듈 구조는 상부슬래브, 하부슬래브

및 벽체로 구성되는 박스 형태로 구성되며, 상부 구조의 하중

재하 조건에 따라 박스 내부에 추가의 격벽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상부슬래브와 하부슬래브 접합부의 응력은 수평 전

단키를 통해 전달되며, 벽체 접합부의 응력은 수직 전단키를

통해 전달된다. 전단키의 형상은 모듈과 일체로 제작된 사다

리꼴 형태를 적용한다. 전단키는 접합부의 응력을 전달하는

역할과 모듈 조립시 모듈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되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콘크리트 모듈을 연결할 때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여 모듈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a) Schematic precast concrete floating structure

(b) Section of concrete floating structure

Fig. 1 Concrete floating structure

3.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의 구조성능 실험

3.1 실험변수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는 모듈간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다리꼴 형태의 전단키가 사용되며, 접합부의 구조거동 및 극

한거동에는 전단키의 유무, 접합형태, 전단키의 형상 및 횡방향

구속 응력, 콘크리트 강도등의 영향을 미친다. 이들 영향인자의

변화에 따른 부유식 콘크리트 구조체 모듈 접합부의 거동 특성

파악과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실험변수를 전단키의 형상과 횡방향

구속응력 등으로 설정하여 모듈 접합부 실험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편의 상세 내용을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전단키의 형상은 전단키의 경사각도와 돌출높이에 따라 변화

한다. 이를 실험변수로 고려하여 접합부의 전단강도, 균열 및

파괴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전단키의 구체적인 형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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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전단키

경사각

(도)

구속

응력

(MPa)

콘크리트

강도

(MPa)

전단강도

측정값

(kN)

AASHTO

제안식

(kN)

연구

제안식

(kN)

S45-P1-F24 45 1 24 48.8 46.9 45.2

S45-P2-F24 45 2 24 98.3 59.9 55.4

S45-P3-F24 45 3 24 86.3 72.8 65.6

S60-P1-F24 60 1 24 58.5 46.9 49.0

S60-P2-F24 60 2 24 41.2 59.9 59.2

S60-P3-F24 60 3 24 88.9 72.8 69.4

S70-P1-F24 70 1 24 66.7 46.9 50.7

S70-P2-F24 70 2 24 76.9 59.9 60.9

S70-P3-F24 70 3 24 79.8 72.8 71.1

S45-P1-F40 45 1 40 68.5 58.8 68.6

S45-P2-F40 45 2 40 84.0 73.8 78.8

S45-P3-F40 45 3 40 76.2 88.8 89.0

S60-P1-F40 60 1 40 59.5 58.8 74.8

S60-P2-F40 60 2 40 86.3 73.8 85.0

S60-P3-F40 60 3 40 108.8 88.8 95.2

S70-P1-F40 70 1 40 60.7 58.8 77.7

S70-P3-F40 70 3 40 115.1 88.8 98.1

로써 전단키의 경사각도, 횡방향 구속응력의 크기 및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였다. Yang and Kim(2012)은 전단키 하면()에

대한 전단키 돌출 높이()의 비 ()가 0.30이하인 접합부의

구조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를 0.4로 설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단키 하면의 길이는 70 mm 이고, 전

단키 돌출 높이는 30 mm로 적용하였다. 또한, 전단키의 사다리

꼴 형상은 경사각도에 따라 다른 형상을 나타내므로 전단키 하

면과 측면이 이루는 경사각도에 따른 전단거동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전단키의 경사각도는 45°, 60°, 70°로 설정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프리캐스트 모듈 구조체 조립 시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콘크리트 단면에 압축응력이 작용하

며, 이러한 압축응력은 접합 단면의 구속응력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접합부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

하는 구속응력의 변화에 따른 전단키의 전단거동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횡방향 구속응력을 1, 2, 3 MPa로 변화하였다. 또

한, 콘크리트 강도를 24, 40 MPa로 구분하였다.

(a) Inclination(45°) (b) Inclination(60°) (c) Inclination(70°)

Fig. 2 Geometry of shear key

3.2 실험시편 상세

부재의 전체 높이는 500 mm, 폭 300 mm, 두께 100 mm로

제작하였다. Fig. 3에서 시편 A에서 시편 B로에 응력이 전단

키를 통해서만 전달되고 전단키의 충분한 변위능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각 시편의 상부 및 하부에 각각 25 mm의 간격을

두었다. 실험에 사용된 전단키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접합부

에서 단일 전단키를 모델링하여 실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

험시편의 접합면 길이는 170 mm, 전단키 하면의 길이()는

70 mm 이다. 전단키의 돌출 높이()는 30 mm로 설정하였으

며 경사각도는 45°, 60° 및 70°로 변화하였다.

전단키에는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으나 전단키 이외의 부분

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철근을 시

편의 상하에 배근하였다. 직경 10 mm (D10) 철근을 ㄱ자 형

상으로 절곡하여 사용하였다. 철근의 형상은 긴 변의 길이

295 mm, 짧은 변의 길이 260 mm, 폭은 50 mm로 하였다.

또한, 부재를 제작할 때 부재의 기본적인 강도특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고 28일 양생을 실시하였

다. 부재제작 후 28일 경과 후에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 시

험과 전단키 부재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40 MPa로 측정되었다.

Fig. 3 Details of specimen

Table 1 Details of test specimens and results

3.3 실험 및 측정 기법

수직하중은 전단키의 접합면 중심선에 재하하여, 실험 시편

의 전단키 접합면에 순수 전단을 받는 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횡방향 하중이 가력될 때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강재의 반력

프레임을 설치하였다. 또한, 반력 프레임과 시편 사이에 고무

판을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이 반력 프레임에 골고루 분포하

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 4).

부재의 가력 시스템은 용량 300 kN 수직 엑츄에이터와 용

량 150 kN의 수평 엑츄에이터로 구성된다. 수직 엑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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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단키의 접합면에 전단하중을 가력하기 위해서 적용하였

고, 수평 엑츄에이터는 전단키 접합면의 횡방향 구속응력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중은 수직 엑츄에이터는 변위

제어조건을 적용하였고, 수평 엑츄에이터는 하중제어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수평 엑츄에이터의 재하하중은 횡방향 구속응력

1, 2, 3 MPa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횡방향 구속응력

조건에서 부재가 파괴될 때까지 수직하중을 재하하였다. 수직

하중 재하 속도는 2 mm/min 으로 재하하였다(Fig. 6).

수직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재의 한쪽면에 변위계를 설

치하여 수직변위를 측정하였다(Fig. 5). 부재 또 다른 한쪽면

에 LVDT 2개를 설치하여 상부 부재와 하부 부재간의 상대

처짐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접합부 표면의 콘크리트 변형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재의 표면에 콘크리트 게이지를 0°,

45°, 90°로 각각 부착하였다.

Fig. 4 Schematic test setup

Fig. 5 Detail of measuring instrumentation

Fig. 6 Actual test setup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거동 특성

Fig.7에 전단키의 균열 발생 특성 및 형상을 주요 하중단계

별로 나타내었다. 부재의 균열 및 파괴거동은 전단키의 형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초기균열은 전단키의 하부와 복부 중

앙에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횡방향 구속응력이 작

은 부재의 경우, 전단키 하부에서 지압에 의한 파괴가 다수 발

생하였다. 전단키 하부에서 발생한 초기균열은 전단키 상부로

진전되는 형상을 나타낸다. 일부 부재의 초기 균열은 전단키 상

단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굵은 골재와 바인더의 국부적 계면

파괴로 인해 전단키 상부에서 하부로 균열 확대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종 균열의 형태를 살펴보면,

수직하중이 극한 상태에 도달함과 동시에 전단키 접합면에서

전단절단파괴(shear-off failure)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전단키 부재를 제작할 때의 얇은 철재 거푸집을 사이에 두

고 male key와 female key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이후 콘크

리트를 양생하고 나서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male key와

female key의 경계면에 접착제 도포 없이 맞대었기 때문에 경

계면 사이에 불가피하게 미미한 시공오차 영향 (imperfection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균열이

전단면의 하단부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판단된다. 경계면에 접

착제를 도포한 후 접합부를 맞댄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 MPa인 부재의 경우, 접합면 아래

부분에서 초기에 균열이 발생하며, 가력 하중의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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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에 의한 파괴로 진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직하

중이 극한 상태로 도달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전단절단파괴

가 발생하였다. S45-P1-F24 부재의 경우, 재하하중이 35 kN

일 때 전단키의 하단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고, 초기 균열폭

은 0.13 mm로 관찰되었다. 초기 균열 이 후에도 하중은 최대

하중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된다. 이는 초기 균열 발생 이후에

도 횡방향 구속응력에 의한 전단키의 맞물림 효과에 의해 하

중분담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대하중은

48.83 kN이며 이때의 균열폭은 0.53 mm 이다(Fig. 7(a)). 전단

키 경사각도가 60°와 70° 일 때, 부재의 전단키 윗부분에서 균

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극한상태에 도달하면서 지압파괴 및

전단키에서의 전단 절단 파괴를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강도가 40 MPa인 부재를 살펴보면, 가력 초기에

접합면 중앙부분에서 다수의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였다. 수직

하중이 극한 상태에 도달하면서 전단키 접합면에서 전단절단

파괴가 발생하였다. 부재 S60-F40-P3의 경우, 재하중이 64

kN일 때 전단키의 하단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초기

균열폭은 0.15 mm이다. 초기균열 발생 후에도 하중은 최대하

중까지 증가한다. 최대하중은 108.83 kN이며, 최대하중 단계

에서의 균열폭은 0.70 mm이다(Fig. 7(b)). 콘크리트 강도가 24

MPa인 실험체 보다 40 MPa인 실험체에서 전단키가 부담하

는 하중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S45-F40 씨리즈 부재는 S60-F40 또는 S70-F40 씨리즈 부재

에 비해 전단키 맞물림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단키가

쉽게 탈락되었다.

1) Load=35 kN

2) Crack

width=0.13 mm

1) Load=40 kN

2) Crack

width=0.40 mm

1) Load=48.83 kN

2) Crack

width=0.53 mm

(a) S45-P1-F24

1) Load=64 kN

2) Crack

width=0.15 mm

1) Load= 85kN

2) Crack

width=0.48 mm

1) Load=108.83 kN

2) Crack

width=0.65 mm

(b) S60-P3-F40

Fig. 7 Crack and failure patterns

Fig. 8에 대표적으로 부재 S60-P3-F40의 수직하중 재하 동

안에 측정한 전단키 부근의 콘크리트 국부 변형률을 나타내었

다. 변형률 게이지 C1은 인장변형률을 나타내고, 변형률 게이지

C2 및 C3는 압축변형률을 나타낸다. 하중이 40 kN일 때까지

하중-변형률은 거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이후에는 비선형관

계를 나타낸다. 또한, 비선형 거동 단계에서는 인장변형률이 압

축변형률 보다 큰 변형률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8 Concrete strain measured value

(S60-P3-F40)

4.2 하중-변위 관계 특성

수직하중 재하동안의 부재의 연직하중-수직변위 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하중-수직변위 관계곡선은 초기에 선형

관계를 나타낸 후 비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하중-변위 곡선은

초기균열상태까지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비선형 하중-변위 관

계구간에서 곡선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최대하중 도달 후 변

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위 거동 특성은 수직

하중이 접합부에서의 두 시편이 횡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한 상

태에서 전단키의 전단파괴 또는 국부적인 지압파괴와 더불어

수직변위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S70-P3-F24 및 S45-P1-F40 부재의 하중-변위

관계 특성을 고찰하였다. 부재 S70-P3-F24는 재하하중이

64.8 kN일 때 초기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때의 수직변위는 7.54

mm로 관찰되었다. 이후 하중-변위 관계 곡선은 최대하중까

지 완만하게 증가하며, 최대하중에서의 수직변위는 17.35 mm

이다. 부재 S45-P1-F40 부재의 초기균열 상태에서의 수직변

위는 2.81 mm이다. 초기균열 발생 후에 하중은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변위는 증가한다. 이는 초기균열 발생 후에 일시적

으로 전단키의 맞물림 상태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의 거동 특

성으로 판단된다. 초기균열 이후에 하중은 증가한 상태에서

수직변위는 5 mm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하중-수직변위관계

곡선은 최대하중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며, 최대하중 상태에서

의 수직변위는 11.3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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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45-F24 series specimens (b) S60-F24 series specimens

(c) S70-F24 series specimens (d) S45-F40 series specimens

(e) S60-F40 series specimens (f) S70-F40 series specimens

Fig. 9 Load-deflec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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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단강도 특성

실험부재 접합부 전단강도측정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전단키의 경사각도 변화에 따른 전단강도를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전단키 경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

단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부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강도가 24 MPa 이고 횡방향 구속응

력이 1 MPa 일 때, 전단키 경사각도가 45°, 60° 및 70°로 증

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48.8, 58.5 및 66.7 kN으로 증가하였

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가 40 MPa 이고 횡방향 구속응력이

3 MPa 일 때, 전단키 경사각도가 45°, 60° 및 70°로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76.2, 108.8 및 115.1 kN으로 증가하였다.

전단키 경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각각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부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강도가 24 MPa 이고 횡방향 구속응력이 2 MPa 인 경우, 전

단키 경사각도 45° 일 때 98.3 kN으로 크게 측정 되었다. 경

사각도 70° 일 때 76.8 kN, 경사각도 60° 일 때 41.2 kN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24 MPa 이고 횡방향

구속응력이 3 MPa 의 부재들 또한, 경사각도 60° 일 때 88.9

kN이고, 경사각도 45°인 부재가 86.3 kN, 마지막으로 경사각

도 70° 부재는 79.8 kN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

가 40 MPa이고 횡방향 구속응력이 1 MPa 인 경우, 경사각

도 45° 일 때 68.5 kN, 경사각도 70° 일 때 60.7 kN, 경사각도

60° 일 때 59.5 kN으로 나타내었다.

전단키 경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부

재들이 있는 반면에 경사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다른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부재에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상세 연구

가 필요하다.

횡방향 구속응력 크기에 따른 전단강도를 비교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횡방향 구속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전

단하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면, 전단키 경사각도

는 70°이고 콘크리트 강도가 40 MPa 인 경우, 횡방향 구속응

력이 1, 2 및 3 MPa 로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66.7, 76.8

및 79.8 kN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단키 경사각도는 60°이

고 콘크리트 강도가 40 MPa 인 경우, 횡방향 구속응력이 1,

2 및 3 MPa 로 변화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59.5, 86.3 및

108.8 kN으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단키 경사각도는

45°이고 콘크리트 강도가 40 MPa 인 경우, 다른 부재들과 달

리 횡방향 구속응력이 2 MPa 일 때, 전단강도 값은 84.1 kN

으로 크게 측정되었으며, 그 다음 P3, P1의 순으로 전단강도

값이 측정되었다. 전단키 경사각도와 횡방향 구속응력 사이

에 상호작용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실험연구에서의 횡방향 구속응력

은 콘크리트 구조 모듈에 도입되는 횡방향 프리스트레스 효

과를 나타내며, 프리스트레스 효과는 전단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a) Specime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24 MPa

(b) Specime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40 MPa

Fig. 10 Shear strength at different inclination of shear key

(a) Specime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24 MPa

(b) Specime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40 MPa

Fig. 11 Shear strength at different confining stress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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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단강도 평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부재 접합부의 전단강도 실험결

과와 AASHTO (1999) 설계기준에 의한 전단강도 예측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단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식에 의한 전단강도 예측결과와 전단강도 측정결과를 비

교하였다.

AASHTO 설계기준(1999)에서의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의

전단강도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 
 (MN) (1)

여기서,  : 전단키 밑면 면적 ()

 : 평면 접합부 면적 (
)

 : 접합부 전체 면적 (=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 접합부의 구속응력 (MPa)

AASHTO 기준식에 의한 모듈 접합부의 전단강도 예측결

과를 Table 1과 Fi.g. 12(a)에 나타내었다. AASHTO 기준식

에 의한 전단단강도 예측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실험값

에 대한 예측값 비의 평균은 0.89로써 예측값은 전반적으로

실험값에 근접하고 있다.

식 (1)의 AASHTO 제안식은 전단강도를 전단키의 밑면

부분과 접합부의 평면 부분 면적을 토대로 전단강도를 평가

하고 있다. 전단키의 밑면 크기가 동일한 조건에서 전단키의

경사각도가 다를 경우 즉, 전단키의 형상의 변화에 따른 전

단강도 영향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전단키 형상, 구속응력 변화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토대로 접합부의 전단강도 평가식을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식에서는 전단키의 형상에 따

른 전단강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단키의 밑면 부분과

상면 부분의 전단강도 기여 부분을 반영하였다.

    ′  (MN) (2)

여기서,  : 전단키의 밑면 면적 ()

 : 전단키의 상면 면적

 : 평면 접합부 면적 (
)

 : 접합부의 면적 (=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 접합부의 구속응력 (MPa)

제안식에 의한 모듈 접합부의 전단강도 예측값을 Table 1

과 Fig. 12(b)에 나타내었다. 전단강도 예측값은 실험값에 근

접하고 있으며 실험값에 대한 예측값 비의 평균값은 0.95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제안식에 의한 전단강도 예측

값은 AASHTO 제안식에 의한 예측값보다 실험값에 더욱 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제안식을 토대로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모듈 접합 구조물의 전단강도를 더욱 효과적

으로 예측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횡방

향 구속응력과 경사각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안식에 변수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

단된다.

(a) AASHTO

(b) Suggestion in this study

Fig. 12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prediction and test

results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유식 구조물 모듈

접합부의 전단강도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단강도

예측식을 제안하여 전단강도 측정값과 예측값을 비교 분석하

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초기균열은 전단키의 하부와 복부 중앙에서 사인장 형태

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전단키 하부에서 발생한 초기균열

은 전단키 상부로 진전되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일부 부재

의 초기 균열은 전단키 상단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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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와 바인더의 국부적 계면파괴로 인해 전단키 상부에

서 하부로 균열 확대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극한하중상태에서의 파괴형상은 전단키 접합면에서의 급

격한 균열의 확대와 더불어 전단절단파괴를 나타내었으며,

일부 부재는 전단키에서의 국부적인 지압파괴 형태를 나

타내었다.

3. 횡방향 구속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

의 전단강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부유식 콘

크리트 모듈 구조에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 효과가 전단

강도에 주요한 영향인자임을 나타낸다.

4. 전단키 경사각도가 45°일 때 전단키의 맞물림 효과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구조물 설계 시에 전단키 경

사각도가 60° 이상으로 하는 것이 구조물의 일체성 확보

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콘크리트 모듈 접합부 전단키의 형상에 따른 전단강도 영

향을 고려한 전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제안식에 의

한 전단강도 예측값은 실험값에 매우 근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제안식은 모듈 접합부 전단 강도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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