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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도 모듈식 구조체의 벽체간 연결 조인트 성능검증 실험

Performance Test of Wall to Wall Modular Structure Joint for Near-surface Transit

이종순*·김희성·이성형·이준경

 Jong Soon Lee·Hee Sung Kim·Sung Hyung Lee·Jun Kyoung Lee

1. 서 론

도심지 내 도시철도는 주로 지하 20~30m 심도의 기존 지하철이나 지상고가의 형식의 경전철로 계획된다. 하지만 기존 지

하철은 고가의 공사비와 긴 환승 시스템 등의 문제가 있고, 지상고가 형식의 경전철은 육중한 고가구조물로 인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비용 저심도 도시철도 적

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저비용 저심도 시스템은 공용도로를 따르는 선형성과 지하 5~7m에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과 소음/진동이 적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심도 지하구조물의 경제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가시설을 대체하는 프리캐스트 형식의 모듈식 구조체를 적용하였다[1,2,3]. 모듈식 구조체 연결부는

크게 강성벽체와 강성벽체간의 연결과 벽체와 상/하부 슬래브 간의 연결부로 구성된다[4].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시공 중에 가시설 역할을 대체하는 프리캐스트 강성벽체간의 연결을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viaduct bridges and the non-economic efficiency of underground LRT, the

study of near-surface railway systems is in progress. To apply a box structure to the low depth transit, a connection joint to

precast modules are very important when applying precast modular structures to replace temporary structures. In this study,

wall to wall connections were applied in diverse cases such as rebar connections, guiding structures that were used to fit the

verticality of precast walls during construction, and non-reinforcement structures used only for waterstop. Experimental per-

formanc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bending, shear and splitting of the wall to wall connection. Precision of con-

struction joints between wall to wall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influenced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precast wall.

A structure that can serve as a guide during the vertical insertion of a wall is confirmed for the most suitable case, but it

will be necessary to modify this structure for detailed cases.

Keywords : Near-surface transit, Precast modular structure, Wall to Wall Connection/Joint, Static load test

초 록 자갈궤도에서 레일과 침목을 연결하는 체결장치의 레일패드 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윤중이 증가하고 궤

도틀림진전이 증가되어 궤도유지보수비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레일패드강성이 감소하면 차량운행에 따른 전

력소모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갈궤도 설계 시에 차량과 궤도 및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궤도유지보수비와

전력소모비를 가급적 작게 할 수 있는 적정 레일패드강성을 결정하는 것은 철도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ópez Pita 등이 제시한 자갈궤도에서의 최적레일패드 강성을 평가하는 프로세

서를 기초로 적정 레일패드강성 범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레일패드강성에 따른 윤중변

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궤도구성품의 거동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치해

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차량, 궤도 운영조건을 고려함으로써 국내에서 궤도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레일패드강성 범위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저심도 도시철도, 프리캐스트 모듈 구조, 벽체간 연결 조인트, 정적 재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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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성벽체 모듈간 연결부 실험계획

2.1 강성벽체 모듈간 연결 조건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모듈식 구조체 연결부는 크게 벽체와 벽체간의 연결(Wall to Wall), 강성벽체와 슬래브를 연결(Wall

to Slab)하는 라멘 형태의 연결부가 있다. Fig. 1(a)와 같이 가시설을 적용한 개착 지하구조물 시공시 프리캐스트 벽체는 차

수를 위한 방수공 작업이 별도 가능하지만, Fig. 1(b)와 같이 지하구조물 시공시 트렌치 굴착에 의한 가시설 대체 벽체를

Fig. 1. Construction concept for shallow depth structure.

Fig. 2. Section of precast wall to wall connec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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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하는 경우 지하박스 구조물 시공을 위한 내부 토공 굴착 전 벽체 패널 연결부 사이에 방수공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지하연속벽으로 프리캐스트 벽체와 벽체를 연결하기 위하여 Fig. 2와 Fig. 3과 같이 프리캐스트 벽체 패널간 연

결부 6가지 조건 및 단면에 대하여 구조보강 또는 신축고무를 적용하여 지수효과 방안을 고려하였고, 그 상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구조보강 측면에서 WW1은 벽체 제작시 블록아웃부에 돌출된 최소한의 보강철근을 무수축몰탈로 채워넣는 것이

며, WW4는 T형 철근과 나선철근까지 배근한 강결구조 결합이다. WW2와 WW3은 무보강 지하연속벽처럼 연결부에 구조

적 보강없이 차수를 위한 고신축지수판을 적용한 차수효과를 고려하되 단면형상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로, 지수효과를 검토

하기 위하여 실험 전 유수의 흐름 여부를 확인하였다.

WW5와 WW6은 강재의 연결재 형상을 T형과 L형 형태로 적용한 것으로, 벽체 시공시 트렌치 굴착 후 지하 구조물 상

부 토피고로 인한 작업제한성이 있는 경우 벽체의 수직도 관리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이다. 연결부 성능검

증은 휨, 전단, 할렬저항 성능을 확인하고자 각 시험체를 3개씩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실험방법

연결부 성능검증 실험을 위해 시험체 가력은 변위제어방식으로 초기에는 0.1mm/sec로 가력을 시작하였고 변형량이 5mm

를 초과한 이후에는 0.2mm/sec로 가력속도를 증가시켰다[5-7]. 휨 검토시 50t의 액츄에이터와 전단과 할렬검토시 200t의 액

츄에이터를 사용하였고, 균열확인을 위하여 가력 단계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 연결부 및 내부 철근 응력변

화를 확인하고자 스트레인 게이지를 철근 및 연결부 주요 부재에 설치하였고, 실험체의 변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균열

계와 변위계를 Fig. 4와 같이 설치하였다. 각 실험별 시험체 세팅 전경은 Fig. 5와 같다.

Fig. 3. Shape of precast wall to wall connection types.

Table 1. Types of precast wall for wall connection/joints.

Type
Parameter Width

(m)

Length

(m)

Thickness

(mm)Type Material of connection type Connection shape

WW1 Rigid connection Rebar reinforcement (D16) Block out of rectangular

2.4+2.4 1.2 500

WW2 Non-reinforcement High cut-off plate Dumbbell type waterstop

WW3 Non-reinforcement High cut-off plate Circular type waterstop

WW4 Rigid connection T Headed + Spiral rebar (D16) Spiral rebar

WW5 Hinge connection Steel plate (10mm) T Shape plate

WW6 Hinge connection Steel plate (10mm) L-type angl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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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부 하중재하 실험결과 및 분석

벽체-벽체 연결부 성능을 확인하고자 Fig. 6과 같이 변위제어를 통한 가력을 수행하였으며, 가력기에 설치된 변위계에서

측정되는 결과로드셀과 변위계를 통해 측정된 변위 및 가력 이력곡선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연속벽 구조물을

프리캐스트 벽체지지 구조로 시공함에 있어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결부에 대한 휨모멘트, 전단력, 할렬에 대한 저항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휨저항 실험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결부에 대한 휨모멘트 저항 실험 결과 하중-변위 곡선은 Fig. 7과 같고, 각 시험체의 파괴형상은 Fig.

8과 같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휨모멘트 저항 구조는 WW1, WW4, WW5, WW6이었으며, WW5의 경우에는 Fig. 8(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 구조 상세 중 T형 연결부가 매립되는 콘크리트 벽체에서 철근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벽체 방

향으로 Step 9(2.25mm 가력)에 파괴되었다. 따라서, WW5는 프리캐스트 벽체의 철근보강이 어려운 구조로 연결부 상세 보

Fig. 4. Location of measurement sensors.

Fig. 5. Setting of wall to wall connec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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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Fig. 7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구조적으로 강결에 가까운 WW4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휨모멘트 저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근보강 및 앵글보강으로 이루어진 WW1, WW6은 상대적으로 휨모멘

트에 대한 저항이 WW4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WW1은 벽체의 시공성을 고려한 연결부의 최소 보강의 경우

로, 철근보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휨저항이 저하되었으며, WW6은 Fig. 8(f)에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에서는 휨모멘트

저항 성능이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벽체의 휨-전단 균열이 먼저 발생함으로써 휨모멘트 저항성능이 저하된 경우이다. 

반면, 구조적으로 보강없이 고신축성 지수재를 적용한 WW2와 WW3은 휨저항 성능이 없이 시험체 세팅시만으로 벽체간

연결부에서의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 현상으로 볼 때, 제작시 벽체간 연결부 시공오차를 고려한 유격이 존재한 경우 구조

보강이 없는 WW2와 WW3 연결부재는 휨저항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WW1,

WW5, WW6은 균열발생시점의 모멘트는 유사하며, 강결구조인 WW4의 휨모멘트 저항이 월등하나 지하박스구조물의 벽체

연결부에서의 보강이 과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형상으로 볼 때 WW1~WW3은 연결부에서 균열 및 파괴가 이루어진 경우이며, WW4~ WW6은 연결부 보강부재에

의한 강성이 확보된 경우이지만, 벽체에서의 휨균열 및 휨-전단 균열이 발생할 때 휨모멘트 저항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 6. Displacement/cyclic loading curve. Fig. 7. Load-displacement graph of wall to wall connection for

bending moment.

Fig. 8. Failure shape of bending mo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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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단저항 실험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결부에 대한 전단 저항 실험 결과 하중-변위 곡선은 Fig. 9와 같고, 각 시험체의 파괴형상은 Fig. 10

과 같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저항 구조 관점에서 구조보강이 되지 않은 WW2, WW3을 제외하고 모두 소요전

Table 2. Result of loading experiment for bending moment.

Type
Max. load 

(kN)

Displ. in max. 

loading (mm)

STEP16 (Response) Moment (kNm)
Remarks

Load (kN) Displ. (mm) Crack width (mm) Crack Ultimate

WW1 33.28 5.3 33.28 5.3 2.014 50.6 67.7

WW2 - - - - - - - Fracture by selfweight

WW3 - 59.25 - 5 1.467 - - Fracture by selfweight

WW4 239.25 62.83 146.75 4.56 1.269 114.5 245.9 Rigid joint connection

WW5 10.56 0.47 - - - 42.5 48.4
Fracture in step 9

(acting displ. 2.25mm)

WW6 83.085 7.36 69.81 5.5 1.836 69.5 113.6

Fig. 9. Load-displacement graph of wall to wall connection for shear force.

Fig. 10. Failure shape of shear for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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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결구조의 WW4와 앵글연결구조의 전단저항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무수

축몰탈 보강구조인 WW1, T형 보강구조인 WW5, 앵글형상 보강구조인 WW6은 전단성능은 소요전단성능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T형 보강의 경우 T형 헤드 단면 형상에서의 취성파괴 현상이 발생하므로 연결부 주변에 대한 콘크리

트 단면 응력집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WW6의 경우 극한전단저항은 연결부에 매립된 강재에 의하여 저항이 가능하나, 앵글간의 유격에 의하여 균열이 초

기에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캐스트 연결부 시공 유격이 지하박스 구조물의 균열 발생 요인이 되므로 프리캐스

트 시공 정밀도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균열발생 패턴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연결부 적용에 따른 콘크리트 단면이 변하는 위치에서의 균열이 우선적으로 발생

하고, 연결부에서 프리캐스트와 무수축몰탈사이의 경계에서 균열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WW1과 WW5는 보강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콘크리트 단면에서 먼저 균열이 진전되었으며, WW6은 강재 매입 위치를 따라서 균열이 우선적으로 발생함

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캐스트 구조물간 연결부는 단면보강이 필요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3.3 할렬저항 실험

저심도의 지하박스 구조물을 가설함에 있어 프리캐스트 벽체 근입 후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므로,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

결부에서의 상재하중을 반영한 할렬저항 실험 결과 하중-변위 곡선은 Fig. 11과 같고, 각 시험체의 파괴형상은 Fig. 12와 같

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렬저항 성능은 구조보강이 없이 고신축지수재만을 적용한 WW2, WW3을 제외하고 200kN

이상의 저항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렬실험의 경우 벽체 연결부에서의 변위가 발생하면

서 구조물이 파괴되는 반면, 실제 본 구조물에서는 벽체 하부가 지반지지조건이며 벽체 길이가 5m 이상의 박스 종방향으

로는 프리캐스트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이므로, 할렬에 의한 파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력방향으

로 변위 발생이 5mm 이내의 조건에서 프리캐스트 벽체간의 이격 변위는 5mm 이내로 아주 미세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할렬 균열 양상은 가력방향의 연결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하중 증가에 따라 균열폭이 증가하면서 벽체 파괴

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3. Result of loading experiment for shear force.

Type
Max. load

(kN)

Displ. in max. 

loading (mm)

STEP12 (Response) Shear force (kN)

RemarksLoad

(kN)

Displ.

(mm)

Crack width

(mm)
Crack Ultimate

WW1 473.75 1.32 473.75 1.32 0.26 109.2 319.8

WW2 - - - - - - - Fracture by selfweight

WW3 - - - - - - - Fracture by selfweight

WW4 1315.80 8.46 247.44 2.14 - 105.4 822.5

WW5 319.54 1.98 170.96 1.04 0.32 63.4 227.3

WW6 474.08 3.22 97.84 0.96 0.26 56.0 320.0

Fig. 11. Load-displacement graph of wall to wall connection for spli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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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결부 차수효과

고신축 지수재를 적용한 프리캐스트 벽체와 벽체간의 연결부에 대하여 실험 전 유수흐름에 대한 실험 결과, 프리캐스트

벽체와 고신축 지수재 간의 완전밀폐가 되지 않아 벽체와 지수재 사이에 물이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구조물에서는

부적합한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3.5 연결부 조건별 경제성

본 실험에서 검토한 연결부 조건에 대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고신축지수고무를 적용한 WW2, WW3이 가장 유리하나, 성

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재 매립형태 또는 철근보강의 WW4~WW6은 프리캐스트 벽체에 근입되어야 하는 강재

/철근 물량으로 인하여 연결부 개소당 60만원 이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저심도 특성상 시공성을 중점적으

로 고려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저심도의 지하구조물을 프리캐스트 벽체를 적용하기 위하여 6가지 조건의 벽체간 연결부에 대한 휨, 전단, 할렬저항 실

험을 수행하였다.

저심도인 토피 3m의 지하박스 구조물에서 시공단계 및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극한조건의 부등하중에 대한 벽체-벽체

연결부 구조해석을 위해 벽체 연결부에 Elastic Link 요소를 적용한 결과 최대전단력은 237.78kN, 최대모멘트는 5.94kNm

이다.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는 벽체에서 지지되는 구조이며, 벽체와 벽체 연결부에서의 휨모멘트는 상부 슬래브지지 및 벽

체하부 지반지지 조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즉, 지하박스구조물의 연결부는 전단 저항을 갖는 구조이어야 하

Fig. 12. Failure shape of split force test.

Table 4. Results of loading experiment for split force.

Type
Max. load 

(kN)

Displ. in max. loading 

(mm)

STEP26 (response) Split force (kN)

Load (kN) Displ. (mm) Ultimate

WW1 237.12 0.9 121.12 3.56 237.12

WW2  70.92 7.22 63.72 10  70.92

WW3  13.32 0.6 9.68 9.3  13.32

WW4 919.60 33.36 100.28 9.58 919.60

WW5 471.18 6.4 471.18 6.4 471.18

WW6 475.18 15.34 308.48 10.36 4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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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험결과 전단력은 WW2, WW3을 제외하고 WW1, WW4~WW6이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캐스트 벽체 연

결부 적용에 있어 시공조건, 단면내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앵글형태의 WW6 조건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저심도의 지하구조물을 프리캐스트 벽체로 활용함에 있어 프리캐스트 벽체 가이드 역할 및 수직도 관리 등이 필요하

며, 프리캐스트 연결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여 연결부에서의 균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내구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앵글형태의 연결구조는 단면내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리

캐스트 벽체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3.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결부에서 구조보강이 적용되지 않고 고신축 지수재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휨, 전단저항 실험이 불

가능할 정도로 구조내력이 취약한 것을 확인되어 지하박스 구조물 연결부 적용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수

투과실험 결과 프리캐스트 벽체와 지수재 사이로 물이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차수가 불완전함을 확인하였다.

4. T형상의 벽체간 연결부에는 콘크리트 단면의 응력집중 요인이 발생하여 취성파괴가 발생하고 휨모멘트에 의한 단면 내

력이 부족하므로, T형 연결재 주변에의 콘크리트 구조보강이 필요하다. 강결연결구조는 단면내력이 다른 조건에 비하여 가

장 월등함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철근배근 및 나선철근 배근 등 시공성이 매우 복잡하며, 토피가 존재하는 경우 시공성이

불량하다.

5. 프리캐스트 벽체간 연결부에 대한 성능검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안 도출을 위하여 2

열 연결재의 1열 사용 등과 같은 연결부 상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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