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판넬을 시공 단계에서 거푸집으

로, 완공 후에 주요 구조 부재로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

형식이다. 이 공법은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

푸집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현장타설공법만으로 

시공되는 바닥판에 비하여 공기절감, 시공성 및 작업

안전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1).

프리캐스트 공법을 이용한 바닥판 시스템은 세그먼

트 간의 이음부를 필연적으로 갖게 되며, 이음부의 구

조와 성능은 전체 부재의 시공성과 내구성 등 품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음부에서

의 연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이러한 성과로서 다양한 형식의 이음부가 제안되

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거더교 형식에 적용되는 사

례로서 교축방향에 대해 순차적으로 놓이게 되는 프리

캐스트 판넬 간의 일체화를 위한 연결구조에 대해 한

정한다. 이음부에 대한 연구는 바닥판의 전두께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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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alf-depth precast deck is a structural system that utilizes pre-cast 
panels pre-built at the factory as formwork at the construction stage and as a major 
structural member at the same time after completion. These systems have joints 
between segments, and the detail and performance of the joints are factors that have a 
very large impact on the quality, such as the constructability and durability of the bridge 
decks. In this study, strength performance evaluation was performed for improved joints 
using connecting rebar by experimental method. Static loading tests were conducted on 
the test specimen with improved joint, those with existing joint and those without joint. 
The test results of the specimens were compared to each other, and the flexural strength 
required by the design was compared. The flexural strength required in the design was 
presen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It has been shown that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specimens with joints were more than twice that required by the design. But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specimen with existing joint was about 84% of that without joint.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specimen with improved joints was a nearly similar degree of that 
compared to the specimen without joint. And a comparison of the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curves of the two specimens also shows a very similar flexural behavior. It 
is confirmed that improved joint has sufficient flexural strength. In addition to strength, 
the bridge decks require serviceability, such as deflection and cracking, and in particular, 
fatigue resistance due to repetitive live loads is an important performance factor. 
Therefore, further verification studies are required.

Key Words : joint, half-depth precast deck, flexural strength, connection rebar
Copyright@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All right reserved.



이음철근이 보강된 반단면 프리캐스트 판넬 이음부의 강도 안전성 평가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2호, 2019년 41

리캐스트 부재로 제작하는 전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에 대해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왔다. 교축방향으

로 내부 긴장재를 배치하고, 포스트텐션 방식의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부재 간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방

법은 매우 우수한 구조성능을 발휘하지만 긴장력 도입

을 위한 공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수반된다2). 철근콘

크리트 구조에서는 루프철근을 이용한 이음방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적정 상세를 갖는 루프철근이음은 

충분한 정적 및 피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이 규명되

었다3,4). 또한 판넬이 마주하는 부분에 요철형 단면을 

도입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면적을 확장한 구조에 루프

철근을 적용하면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바닥판과 동등

한 수준의 휨성능과 연성거동이 관찰되며5), 부착성능

이 우수한 초고성능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철

근겹이음과 같은 매우 단순한 이음상세만으로도 충분

한 연결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6).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은 프리캐스트 판넬 위에 철

근을 연속으로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일체로 타설하기 

때문에 판넬과 현장타설부와의 합성이 확실하면 반단

면 판넬 간 이음부가 위치한 단면에서도 설계에서 요

구되는 수준 이상의 단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

나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에서도 이음부는 

상대적으로 취약부이므로 상세를 개선하여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단면과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넬에서 돌출시킨 철

근을 루프 형태로 감아 이음부를 구성하고 본체부로 

연속되도록 연장하는 상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상세에서는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에서

도 루프철근 이음부는 충분한 구조성능을 발휘하며 특

히 이음부에 횡방향 철근을 보강하면 효과적으로 균열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7).

이 연구에서는 판넬 위에 철근을 연속으로 배근하

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일체로 타설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존의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에 

대해 판넬에서 이음철근을 돌출시켜 현장타설부에서 

겹이음 형태로 연결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보강효

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음부가 없는 

경우와 이음철근을 갖지 않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

교실험을 함께 수행하고 강도안전성에 대해 평가하였

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선행 연구의 방법

론에 따라 설계요구성능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한 판부재 및 바닥

판의 성능검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실무 

설계 조건에 부합되는 실험 조건에서의 하중을 도출

하였다8,9).

2. 설계요구 성능수준 도출

일반적인 형태의 거더교에서 바닥판은 거더를 지지

점으로 거치되므로 교축직각방향 단면을 주단면으로 

설계하거나 경험적 설계법에 따라 단면을 결정한다10). 

이 때 전자의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의 하중분배와 연

속성 확보를 위해 주철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배력

철근을 배치하는데 이 철근량은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표준트럭 하중 재하에 의해 바닥판에 유발되는 교축방

향(배력철근단면)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공칭강도

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11,12).

이에 따라 2.5 m 간격의 5개의 거더로 지지되는 길이 

40 m의 단순교를 가정하여 설계에서 요구되는 성능 수

준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바닥판 부재는 4절점의 

Shell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설계기준10)에 따라 3대의 

KL-510 표준트럭하중을 나란히 재하하고 충격계수와 

다차로재하계수를 적용하여 Fig. 1과 같이 선형탄성 거

동을 기반으로 하는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교축방향에 대한 활하중모멘트의 최

대값은 17.18 kN⋅m이었으며, 자중 및 포장에 대한 고정

하중모멘트는 각각 3.75 kN⋅m과 1.15 kN⋅m으로 계산

되었다. 설계요구성능은 이 값들을 일반적인 차량의 통

행을 고려한 기본하중조합인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1

과 하중계수를 1.0으로 고려한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에 대입하여 극한한계상태에 대해 37.34 kN⋅m, 사용한

계상태에 대해 22.08 kN⋅m로 도출되었다. 일반적인 거

더교의 바닥판에 대한 실무설계에서는 교축방향 단면에 

대해 설계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설

정한 성능기준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 검토를 위한 비교기준으로 제시하였다.

Fig. 1. Moment distribution for longitudinal direction by FEM.

3. 구조 실험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판넬 위에 철근을 연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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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일체로 타설하여 연속성을 확

보하는 일반적인 이음구조에 더하여 판넬에서 이음철

근을 돌출시켜 겹이음 형태의 추가적인 연결구조를 갖

는 이음부의 보강효과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위해 정

적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음부 상세를 변수로 하는 실험 조건의 구성을 위

하여 실험체의 제원과 재료 강도 등은 가능한 일치시

Top

Bottom Section A-A

Section B-B

Fig. 2. Details of RC specimen.

Top

Bottom Section A-A

Section B-B

Fig. 3. Details of Half-depth precast deck Specimens.

Fig. 4. Static test of the specimens.

켰으며, 이음부 상세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교축방향 길이 2,500 mm, 

폭 900 mm와 240 mm의 두께를 갖도록 제작되었으며, 

사용된 재료는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해 현장타설부 27 

MPa, 프리캐스트부 40 MPa,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 

MPa이다.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 이음부 실험체는 이

음철근을 갖지 않는 기존 제품과 이음철근을 갖는 개선 

제품을 각각 2개씩 맞대어 하부거푸집으로 활용하며 현장

타설콘크리트를 양생함으로써 현장조건을 재현한 기존이

음부 실험체(LBH16)와 개선된 이음부 실험체(LBH16H10)

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현장타설 바닥판을 

모사한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실험체(RC)도 제작하였다.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실험체의 현장타설부와 

철근콘크리트 바닥판 실험체에 배근된 철근량과 간격

은 동일하지만 전자에서는 판넬 위에 하부철근이 배치

되므로 유효높이의 차이가 있으며, 개선된 이음부에서

는 이음철근의 돌출을 위해 판넬에 공칭 직경 9.53 mm

의 철근이 300 mm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실험체와 철근콘크리트 바

닥판 실험체의 제원 및 철근배치는 Fig. 2와 Fig. 3에서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pecimens RC LBH16 LBH16H10

Material
 27 MPa 27 MPa (40 MPa)

 400 MPa

Section

 240 mm

 2,500 mm

 900 mm

 200 mm 144 mm


4 - H16

= 794.4 mm2
4 - H16

= 794.4 mm2
4 - H16= 794.4 mm2

3 - H10= 214.0 mm2

-  : concrete strength in cast-in-place(pannel),  : yield strength of rebar, 
  : full depth of deck,   : longitudinal length of the specimen,   : 
width of the specimen,   : effective depth of cast-in-place, : Area 
of rebar in joi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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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판넬에서 이음철근을 돌출시켜 현장타

설부에서 겹이음 형태로 보강 개선한 이음부의 형상은 

실험개요를 나타낸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험체

의 구성과 개요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이음부의 휨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4점 재하 방식에 

의한 정적재하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체 중앙 이음

부 위치에서 처짐, 철근 변형률 등을 측정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비교 평가

4.1 파괴형상

모든 실험체는 전형적인 휨거동에 의한 파괴형태를 

나타내었다.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하부에서 초기균열

이 관찰되며, 실험체의 측면에서는 점차 상부로 균열

이 진전되어 나아감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때 초기균열 

외에 최대모멘트 구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균열이 확산

되며 궁극적으로 압축측 콘크리트의 파쇄로 실험체가 

파괴에 도달하였다. 단, 이음부가 없는 RC실험체는 상

대적으로 많은 휨균열이 유발되고 재하초기에 균열 발

생위치 및 궁극적 파괴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반면, 이음부를 갖는 실험체들은 이음부에서 초기 균

열과 궁극적 파괴가 발생되었다. 

(a) bottom surface

(b) crack pattern

Fig. 5. Failure of RC specimen.

(a) bottom surface

(b) crack pattern

Fig. 6. Failure of LBH16 specimen.

(a) bottom surface

(b) crack pattern

Fig. 7. Failure of LBH16H10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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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음부가 있는 실험체에서는 LBH16 실험체보

다 LBH16H10 실험체의 본체부 판넬 하부와 측면에 상

대적으로 많은 균열이 분포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음

철근의 보강효과에 의해 이음부의 강성이 증가되어 추

가적인 연속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각 실험체의 파

괴 시 하부 형상과 균열분포를 RC 실험체에 대해 Fig. 

5, LBH16 실험체에 대해 Fig. 6 및 LBH16H10 실험체에 

대해 Fig. 7에 나타내었다.

4.2 모멘트-처짐 관계

휨거동 및 휨강도 분석을 위해 정적재하실험을 통해 

얻어진 하중-처짐 데이터로부터 4점 재하 조건을 고려

하여 환산한 모멘트-처짐 관계를 비교하였다.

각 실험체의 모멘트-처짐 관계는 Fig. 8에서 Fig. 10

에 나타내었다. 이때 항복강도(yielding strength, S2)는 

실험체 중앙위치의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

는 시점이고, 항복강도(yielding strength, S10)은 이음철

근으로 보강된 LBH16H10 실험체의 이음철근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이음부가 없는 RC실험체는 2장에서 비교기준으로 

산정한 휨강도에 대한 설계요구성능인 37.34 kN⋅m 

부근에서 선형 거동을 상실하고 그 후 약 2배 수준인 

74.74 kN⋅m에 이르러 실험체 중앙위치의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며, 약 2.7배 수준인 99.17 kN⋅m

에서 압축측 콘크리트의 파쇄가 발생되어 궁극적인 

휨파괴에 도달하였다(Fig. 8). 기존이음부를 모사한 

LBH16 실험체는 이음부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메커

니즘으로 파괴에 도달하였으며 83.13 kN⋅m의 휨강도

로서 설계요구성능보다 2.2배 이상의 강도 안전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설계요구성능 대비 큰 안

전율과 연성을 보이지만 RC 실험체와 비교하면 이음

부로 인한 강성저하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기에 선형 

거동을 상실하며 휨강도는 약 84% 수준으로 감소되었

다(Fig. 9). 이음철근을 보강하여 개선한 LBH16H10 실

험체는 RC 실험체와 유사한 수준까지 선형거동이 유

지되며 실험체 중앙위치의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는 모멘트 크기도 73.15 kN⋅m으로 매우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이후 82.36 kN⋅m에서 이음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며 기울기가 급속히 감소되고, 

94.14 kN⋅m에서 궁극적인 파괴가 발생되어 RC실험

체와 거의 동일한 약 95% 수준의 휨강도를 나타내었

다. 특히, 휨강도가 발현되는 처짐값은 34.5 mm로서 

RC 실험체의 33.4 mm와 유사하지만 휨강도 발현 이

후 급격한 기울기의 감소없이 일정 부분 연성이 유지

되는 특성을 보였다(Fig. 10).

Fig. 8.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of RC specimen.

Fig. 9.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of LBH16 specimen.

Fig. 10.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of LBH16H10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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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of all specimens.

모든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도시한 Fig. 11에서

도 보강된 이음부 실험체인 LBH16H10 실험체와 이음

부가 없는 RC 실험체의 거동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장에서 도출된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설계요

구성능은 22.08 kN⋅m이며, 일부 실험체의 경우 모멘

트-처짐 곡선에서 변곡점이 시작되는 구간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곡점은 주로 초기 균열

의 발생으로 인해 시작되며 이후 시점부터는 재하초기

보다 처짐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추후 처

짐과 균열폭 등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4.3 하중-변형률 관계

각 실험체의 휨거동 특성은 하중-변형률 관계를 통

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음부가 존재하는 위치인 실

험체 중앙에서 현장타설부 하단에 배근된 철근의 변형

률을 측정하였으며 하중 증가에 따른 상관관계를 비교

하였다.

이음부가 없는 RC 실험체는 Fig.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하 초기에 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미미하

게 발생하였으나 균열이 관측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

어 약 200 kN의 하중에서 철근이 항복변형률인 2000 

에 도달하였다. 이 값은 Fig. 8에서 나타낸 철근의 

항복강도와 일치하는 값이다. 기존 이음부 실험체 

LBH16는 Fig. 13에서 유사한 거동을 볼 수 있지만, 프

리캐스트 판넬 간의 직접적인 이음구조가 없고 판넬 

위에 현장타설부 인장철근이 위치하므로 유효높이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에서 변형률의 급격한 

Fig. 12. Load-strain relationship of RC specimens.

Fig. 13. Load-strain relationship of LBH16 specimens.

Fig. 14. Load-strain relationship of LBH16H10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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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oad-strain relationship of the connecting rebar.

증가와 항복이 발생하였다. 이는 4.2절에서 LBH16 실

험체의 휨강도가 RC 실험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반면, 이음철근으로 

보강된 LBH16H10 실험체는 LBH16과 마찬가지로 휨

거동에 의한 하중작용이 이음부에 집중되지만 인장철

근과 이음철근의 변형률이 초기부터 동시에 증가되는 

것으로부터 함께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Fig. 14, 

Fig. 15), 그 결과 보강효과에 의하여 RC 실험체와 유

사한 하중에서 인장철근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이음철근으로 보강하여 개선한 반단

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 이음부의 강도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실험체들은 설계요구 

휨강도에 대해 2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단, 이음부가 없는 실험체와 비교할 

때 기존 이음부는 약 84% 수준이었으며 개선된 이음

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였다.

2) 모든 실험체는 전형적인 휨파괴 형상을 나타내었

다. 이음부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탄성보와 같이 거

동하고 휨균열의 발생 이후 철근의 변형률이 급격히 

증가되며, 휨균열은 점차 최대모멘트 구간 내에서 분

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반면, 이음부가 있는 실험체에서는 휨거동에 의한 

하중작용이 초기부터 이음부에 집중되어 취약부가 되

며, 판넬 간 직접 이음구조를 갖지 않는 기존 이음부는 

현장타설부의 강성만으로 하중에 저항하게 되는데 판

넬 두께로 인해 인장철근의 유효높이가 감소되므로 이

는 이음부가 없는 경우에 비해 휨강성 및 휨강도 저하 

원인이 된다.

4) 이음철근은 재하 초기부터 이음부에 집중되는 하

중작용에 인장철근과 함께 저항하여 보강효과를 유발

하며, 그 결과 이음부가 없는 경우와 거의 유사한 휨강

성 및 휨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개선된 이음부는 충분한 휨강도를 확

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교량의 바닥판은 강

도 이외에 처짐과 균열 등 사용성이 요구되며, 특히,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 저항성도 중요한 성능 요소이므

로 추후 이에 대한 검증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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