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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 연구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접속슬래브(Single-PTAS: Single Post-Tensioned Approach Slab)의 긴장력 도입에 따른 거

동과 환경하중에 대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시공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 수행되었다. 실험을 위해 온도측정센서를 슬래브의 깊
이에 따라 장착하 으며, 변위측정게이지를 슬래브의 여러 위치에 설치하여 환경하중 및 긴장력 도입에 따른 슬래브의 변위 변화를 3
차원적으로 측정하 다. 실험결과 접속슬래브는 길이가 짧아 긴장력 도입에 의한 급격한 종방향 변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접속
슬래브의 깊이별 일일 온도변화는 깊이가 약 35cm보다 깊을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직온도구배는 접속슬래브의 두께
가 큰 교대부근에서는 포장과 인접하는 부근에서 보다 작아졌다. 컬링 시 수직변위의 변화 양상 및 크기는 측정 지점의 수직온도구배
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Single-PTAS의 거동을 분석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와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 으며, 따라서 차
륜하중만을 고려하여 단순보로 설계하고 있는 접속슬래브에 포장체의 개념을 도입한 설계방안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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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Single-PTAS (Single Post-Tensioned Approach Slab) under tensioning and environmental

loads by performing field tests when the demonstration Single-PTAS was being constructed. The temperature measurement sensors were installed at
different depths, and the displacements in the approach slab under environmental loads and tensioning were measured using displacement transducers.
As an experimental result, an abrupt change in the longitudinal displacement due to tensioning was not observed. The daily temperature change in the
approach slab was negligible where the depth is over about 35cm. The temperature gradient in the approach slab adjacent to bridge was smaller than that
adjacent to pavement. The patterns and magnitudes of vertical displacements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temperature gradient at the measuring location.
The behavior of Single-PTAS was very similar to that of concrete pavement. Therefore, a new design methodology for approach slabs is needed to
include the pavement concept and to overcome drawback of current design procedures based on the simple beam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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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대와뒷채움부간의부등침하효과를감소시켜교량과교량

접속 포장사이의 단차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포장체의 파손 및

주행성 저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접속슬래브는 뒷채움부

에서 뒷채움재 자체의 압 과 우수침투 및 과도한 교통하중 등

으로 인한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단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이처럼 접속슬래브 구간에서 발생되는 단차는 도로의 평탄

성 저하에 많은 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포장

에서 평탄성 불량의 상당수가 교량 뒷채움부 접속슬래브 구간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교량 접속부 포장의 파손 최소화를 위한 접속

슬래브의개선방안모색이필요한실정이다.

접속슬래브를 설계할 때는 이를 단순보로 가정하고 지간의

거리를 접속슬래브 길이의 70%로 하여 설계를 단순화하고 있

다. 따라서 접속슬래브의 길이가 길어지면 단면의 두께가 지나

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과 포장의 접속 구간을 하나

의 슬래브로 연결하지 못하고 두 개의 슬래브로 나누어 연결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교대에 접하는 슬래브를 접속슬래브

라하며포장과연결되는슬래브를완충슬래브라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서는 그림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점 침하억제를 위한 보

조슬래브개념의완충슬래브와응력분산을위한받침슬래브를

설치하 으며, 시공방법 개선을 위해 그림 1(b)에 보인 바와

같이 접속 및 완충슬래브에 철근배근을 연속화하는 대신 줄눈

을 두어 두 슬래브를 분리시키며 이곳에도 받침슬래브를 설치

하여 접속슬래브의 연장 효과를 극대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접속슬래브를단순보로설계하는근본적문제를여전

히 포함하고 있어 뒤채움부 침하에 대해 평탄성 확보를 위한

접속슬래브의처짐각완화작용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 단순보 구조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시공된 접속슬래브

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프리스트레싱

기법을 도입한 일체형 포스트텐션 접속슬래브(Single-PTAS:

Single Post-Tensioned Approach Slab)의 기본시스템을 개

발하 다. Single-PTAS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현재의 접속 및

완충슬래브시스템을단일접속슬래브로만들기위해서는단면

의 증가가 필요시 되지만, 단면을 증가시키지 않고 대신에 프

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인장응력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완충

슬래브 및 받침슬래브의 삭제로 경제성 및 시공성을 크게 향상

시킬수있다.

본 연구의목적은 Single-PTAS 공법의시험시공후현장실

험을 통해 시공 초기 Single-PTAS의 환경하중에 의한 거동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길이 9m, 폭 12m, 두께 0.4m의

Single-PTAS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의 여주 근

교 신지교 접속부에 시험 시공하 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Single-PTAS의거동을측정하여분석하 다. 

2. Single-PTAS 시험시공
Single-PTAS의 시험시공 순서 및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한다. Single-PTAS는 기존의 접속슬래브를 설계할 때와 같이

완충슬래브를 포함한 접속슬래브 전체 길이의 70%를 지간으

로 하는 40cm 두께의 단순보로 가정하여 차륜하중에 대한 응

력을 검토한 후 이러한 인장응력이 허용휨강도보다 커지지 않

도록 하는 긴장량을 산정하 다. 긴장량이 결정된 후 사용할

강선의 강도에 따라 긴장간격을 설정하 다. 본 시험시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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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교대 뒤채움부 평탄성 증진 방안

그림 2. Single-PTAS 개념

그림 3.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

접속슬래브 완충슬래브
단일접속슬래브

Single-PTAS 방식



는기존의설계법을도입하 기때문에횡방향으로의긴장설계

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환경하중에 의한 응력분석도 고려되지

않았다. Single-PTAS를 시공하기 위하여 우선 그림 3과 같이

거푸집과 철근배근을 수행하 으며,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위한 강선을 설치하 다. 강선은 슬래

브 표면으로부터 20cm 깊이에 직선으로 배치하 으며 긴장간

격은 50cm로하여 23개의강선을설치하 다.

거푸집, 철근배근, 강선배치가 완료된 후 그림 5(a)에 보인

바와같이콘크리트를타설하 으며데크피니셔를이용하여표

면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 다. 그 후 그림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비닐을덮어양생을하 다.

Single-PTAS의 콘크리트 타설 후 약 2주일 후에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긴장 작업을 통해 슬래브에 압축응력을 도입

하 다. 설계인장력은 강선 1개당 21.244ton으로 결정하 으

며 긴장작업 후 강선의 신장량을 토대로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률을 산정하 다. 본 시험시공에서는 설계인장력의 약 91%의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었다. 설계 시 여러 요인에 의한 긴장력

의손실이고려되었기때문에이정도의프리스트레스도입률은

우수한것으로판단되었다.

3. 현장실험 셋업
Single-PTAS의 시공시강선긴장에의한슬래브의변위및

시공 후 환경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

측 장치를 설치하 다. 먼저 슬래브의 위치별 종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7에 보인 바와 같이 각 모서리 부분에

LVDT를 설치하 다. 또한 슬래브의 횡방향으로의 거동을 파

악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접속되는 부분의 모서리부에

횡방향변위측정용 LVDT를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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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긴장 강선 배치

그림 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a)
<그림 계속>

(b)

그림 6. 긴장 작업



Single-PTAS의 환경하중에 의한 컬링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해 그림 7에 설치된 수평방향의 LVDT 이외에 수직변위 측정

용 LVDT를그림 8과같이설치하 다.

실험 시에 슬래브의 온도 변화를 슬래브 깊이에 따라 측정

하기 위하여 온도 측정 센서인 Thermochron i-Button을 그

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 시 장착하 다. 교대

와 접속되는 부분에서 표면으로부터 각각 50cm, 60cm,

70cm 깊이에 온도 센서를 장착하 으며 포장 두께가 40cm

인 구간에서는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마다 온도 센서를 장착

하 다. 또한 대기 온도 측정을 위한 센서를 슬래브 근처에

설치하 다.

4. 수평 방향 거동 분석
긴장력 도입 시와 도입 전후의 건조수축과 환경하중 등에 의

한 접속슬래브의 거동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긴장 전

후 각각 약 일주일간 슬래브의 거동을 계측하 다. Single-

PTAS의 종방향 변위 변화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교량과연결되는부분을시점인 0m로 지정하 고콘크리트포

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종점인 9m로 지정하 다. 또한 측정 위

치의 변위가 종점부에서 시점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양(+)

의 변위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종점부와 시점부의 변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시점부에서는 변위가 종점

부 쪽으로 생기면 종점부에서는 변위가 시점부 쪽으로 발생하

여 결과적으로는 슬래브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긴장

력 도입 시점이 오후 시간으로 슬래브가 온도 증가에 의해 늘

어났다가줄어들기시작하는상황이었으며긴장력도입시에는

슬래브의 길이가 9m로 짧기 때문에 긴장력 도입에 의한 급격

한 변위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슬

래브가환경하중에의해늘어나고줄어드는움직임을반복하면

서궁극적으로는건조수축에의해점차적으로줄어드는움직임

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Single-PTAS에 긴장력 도입 시 거동을 보다 면 히 파악하

기위하여긴장력도입시와긴장력도입전후약 4일간의슬래

브온도와변위의상관관계를분석하여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에서와 마찬가지로 측정 위치의 변위가 종점부에서 시

점부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양(+)의 변위로 가정하여 나타내

었다. 길이가 100m 이상으로 긴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PTCP)에서는 긴장력 도입 시에 변위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볼 수 있으나(박희범 외,

2009),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접속슬래브에서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긴장력 도입 시에 급격한 변위의 변화는

나타나지않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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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평 변위 측정 LVDT 설치

그림 8. 수직 변위 측정 LVDT 설치

그림 9. 온도측정 센서 설치

그림 10. 긴장 전후 Single-PTAS 종방향 변위



종방향 긴장력 도입 시와 도입 전후의 횡방향 변위 변화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횡방향

으로도 환경하중에 의해 슬래브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시

간이 지날수록 건조수축에 의해 슬래브가 수축해 가는 것을 알

수있다. 

5. 컬링 거동 분석
긴장력 도입 전후 Single-PTAS의 컬링 거동을 분석하기 위

하여 약 이주일간 수직 변위를 측정하 다. 대기 온도 변화와

이에따른슬래브의깊이별온도변화추세를그림 13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슬래브

표면의 온도가 가장 먼저 상승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대온

도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각 측정 깊이에서 최대 온도에 다다

르는 시간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

기의 온도가 감소하면 슬래브 표면의 온도가 가장 많이 감소하

게 된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변화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깊이가 35cm 이상이 되면 사실상 온도 변화가 거의 없

어지게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 낮에는슬래브표면의온

도가 가장 높고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가장 낮아져서 슬래브

가장자리 부분이 아래로 가라앉고 중앙부가 위로 솟는 모양의

컬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새벽에는 슬래브 표면의

온도가 가장 낮고 슬래브 하부의 온도가 가장 커져서 슬래브의

중앙부가 아래로 가라앉는 컬업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컬업과컬다운현상을컬링현상이라한다.

슬래브의 컬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깊이별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평형 선형 온도구배(김성민 외, 2008)를 구하여 그

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의 온도 증가

에 의해 슬래브의 상부 온도가 증가하 을 때는 슬래브의 컬다

운을 야기하는 부(-) 온도구배가 증가하며 대기 온도 감소에

의해 슬래브의 상부 온도가 감소하 을 때는 슬래브의 컬업을

야기하는 정(+) 온도구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접속슬래브가 교량 쪽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은 두께가 약

80cm로 두꺼우며 중간 깊이 이하의 부분에서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40cm 두께를 가진 포장 쪽에 인접한 접속슬

래브 부분에 비해 선형온도구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시의 조건에서는 40cm와 80cm 깊이의 슬래브에서 최대 선형

온도구배가 각각 약 0.2℃/cm와 0.1℃/cm 정도 발생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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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점부

(b) 종점부

그림 11. 긴장 시 슬래브 온도와 변위 상관관계

그림 12. Single-PTAS 횡방향 변위

그림 13.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



컬다운을 야기하는 온도구배가 컬업을 야기하는 온도구배보다

다소큰것을알수있다.

접속슬래브가그림 13과 14에 나타낸온도변화를받을때의

컬링 거동을 측정하여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앞에서와 마찬가

지로 교량과 연결되는 부분을 시점인 0m로 지정하 고 콘크리

트 포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종점인 9m로 지정하 다. 또한 수

직변위 측정값의 기울기가 음(-)의 방향이면 컬업이 발생하는

것이며 양(+)의 방향이면 컬다운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하

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접속슬래브의컬링현상이발생할때

는수직변위가온도구배와비례하여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0m 지점의양단에서의수직변위의변화는 9m지점에서의수직

변위 변화 보다 작게 되며 이는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0m

지점에서의온도구배가작기때문이다. 또한 0m 지점에서는접

속슬래브가교대와힌지로연결되기때문에어느정도의수직변

위가추가적으로구속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6에서는 그림 14에 나타낸 수직 온도구배와 그림 15

에 나타낸 수직 변위 변화를 이용하여 일일 온도구배와 수직

변위와의 관계를 구하여 보여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0m

지점은 접속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워 온도구배가 작으며 또한

교량부 힌지의 구속으로 인해 슬래브의 수직변위 변화량이 그

리 크지 않다. 하지만 0m 지점과 9m 지점의 온도구배에 따른

수직변위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접속슬래브에서의 컬링현상은 온도구배에 비례하며 수직

변위는 변위가 발생하는 근처의 온도구배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Single-PTAS의 포장부와 연결되는 종점부에서의 컬링 거

동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종점부 횡방향을 따라 수직변위를 측정하 다. 그림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초기에는 슬래브 종점부에서는 횡방향

위치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수직변위 변화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차

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 원인에 의해 LVDT 측정값이 순

간적으로 변화하여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때에는 변위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슬래브의 바깥 부분에서의 변화량이 안

쪽 부분의 변화량보다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슬래브

의 컬링 현상이 모서리 부분에서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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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직 선형온도구배 변화

그림 15. Single-PTAS 모서리 부의 컬링에 의한 수직 변위 변화

그림 16. 온도구배와 수직변위의 관계

그림 17. Single-PTAS 종점부의 컬링에 의한 수직변위 변화



그림 18에서는 그림 14에 나타낸 수직 온도구배와 그림 17

에 나타낸 수직 변위 변화를 이용하여 일일 온도구배와 수직

변위와의 관계를 구하여 보여준다. 종점부의 모든 측정 위치에

서 온도구배에 따른 수직변위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서로 매우

유사한것을알수있다. 

Single-PTAS의 종방향 위치에 따른 컬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슬래브의 종방향을 따라 수직변위를 측정하여 그림 19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0m와 4.5m 지점에서는

유사한수직변위의변화를보이며 9m 지점에서가장큰수직변

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0m

지점에서는 온도구배가 작으며 또한 접속슬래브가 교대와 힌지

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접속슬래

브는교량슬래브보다는포장체와유사한컬링거동을하기때문

에이를고려한설계및해석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그림 20에서는 그림 14에 나타낸 수직 온도구배와 그림 19

에 나타낸 수직 변위 변화를 이용하여 일일 온도구배와 수직

변위와의 관계를 구하여 보여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0m

지점과 9m 지점은 온도구배에 따른수직변위의 변화율이유사

한것을알수있다. 4.5m 지점은온도구배에따른수직변위의

변화율이다른지점과비교하여작은것을알수있다. 이는 그

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4.5m 지점의 수직온도구배는 9m 지

점의 수직온도구배와 유사하나수직변위변화는 9m 지점에 비

해 확연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4.5m 지점은 온도

구배 변화에 따른 수직변위의 변화가 슬래브의 모서리 부분인

0m와 9m 지점보다는 작게 된다. 또한 4.5m 지점은 종방향으

로 슬래브의 중앙부분이기 때문에 코너 부분보다는 슬래브 컬

링 시 수직변위의 변화가 작게 되는 것이 포장 슬래브의 일반

적인컬링거동이라할수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Single-PTAS의 시공 초

기 긴장력 도입 및 환경하중에 의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길이 9m, 폭 12m, 두께 0.4m의

Single-PTAS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의 여주 근

교 신지교 접속부에 건설하고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거동을 측

정하고분석함으로써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 다.

`1. 접속슬래브는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긴장력 도입 시 급

격한변위의변화가발생하지는않았으며긴장력도입은용

이하 다.

2. 접속슬래브의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는 수직온도구배 및 이

와 연관된 슬래브의 컬링 거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며,

깊이가 약 35cm보다 깊을 경우에는 일일 온도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않게된다.

3. 접속슬래브가교대에걸쳐지는부분은힌지로연결되어있으

며이곳에서의슬래브는두께가두껍기때문에수직온도구배

가작으며따라서컬링현상이발생하지만수직변위의변화는

포장과연결되는부분에비해뚜렷이작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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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온도구배에 따른 슬래브 종점부 수직변위 변화

그림 19. Single-PTAS의 종방향 위치에 따른 수직변위 변화

그림 20. 온도구배에 따른 슬래브 종방향 수직변위 변화



4. 접속슬래브가 컬링할 때 수직온도구배의 변화에 따른 슬래

브의수직변위변화는컬업과컬다운시에서로매우유사한

양상을보 으며거의선형의관계를나타낸다.

5. 접속슬래브에서환경하중에대한컬링현상은포장슬래브에

서의 컬링 현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이러한 컬링

현상은 접속슬래브에 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접속슬래브

설계시환경하중을고려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6. 현재의 접속슬래브 설계는 차륜하중만을 고려한 단순보 해

석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에콘크리트포장의거동을기반

으로 하고 프리스트레싱 도입으로 두께 증가없이 접속슬래

브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 Single-PTAS와 같은 새로운

접속슬래브 시스템의 적용으로 접속슬래브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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