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종에 따른 작업이 동시다

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

러 요소가 상존한다. 특히, 추락에 의한 재해자수는 전

체 산업에서 발생되는 재해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건설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부상자의 39.5%, 

사망자의 34%가 구조물 공종에서 발생되고 있다1). 구

조물 공사에는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를 위한 가시

설이 설치되는데 거푸집과 가시설에서의 작업은 추락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2).

사회기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물

인 교량의 건설 과정에서는 바닥판 콘크리트의 타설을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가시설 작업에 상

존하는 추락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기태 등은 교량 바닥판 거푸집 해체용 작업대

차에 의한 작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제작 및 

작업안전 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3), 변주환은 

도로교를 중심으로 시공현황과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

근까지도 가시설의 부실로 인한 시공 중 바닥판 붕괴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4). 최근에는 안전

하고 편리한 시공을 위한 대안 중 한 가지로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시스

템은 프리캐스트 판넬이 거푸집의 기능을 하므로 별도

의 거푸집이나 가시설의 설치가 필요없으며, 현장타설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

을 지닌다5). 단, 프리캐스트 판넬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와 합성되어 바닥판 구조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구조적 안전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이 제안되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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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cast pannels are used as formwork in Half-depth precast deck 
systems. Therefore, it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safe and convenient construction 
and reduced construction period compared to cast-in-place construction method. In 
half-depth precast deck systems, the bonding of precast pannels to cast-in place 
concrete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half-depth precast deck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osite efficiency of the interface or increase 
the stiffness of the precast pannel to reduce deformation or stress on the interface. In 
this study, a flexural test of half-depth precast deck system was performed, in which the 
shear connecting reinforcement was applied to increase the bonding performance at 
the interface, and the rib shape precast panels were applied to improve stiffness. In 
addition, the safety and serviceability of these systems were evaluated. Test results 
show that all of specimens have the required flexural strength under the ultimate 
strength limit design. It was also evaluated to have sufficient safety for the serviceability 
of deflection and crack under the serviceability limi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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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롱라인공법(long-line method)을 이용한 프리텐션

(pre-tension) 방법으로 긴장력을 도입하여 휨성능을 향

상시키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공법으로 제작된 반단면프리캐스트 바닥판 부재의 휨

성능 평가에서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실험

에 의하여 확인하고, 설계강도식을 제안한 바 있다6). 

긴장력의 도입과 함께 현장타설부와의 합성효율을 확

보하기 위한 전단철근 및 루프형 이음부를 갖는 반단

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단철근의 

도입에 의하여 40% 이상의 내하력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7), 정적 안전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

이 수행되었다8). 현장타설부와의 합성효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형태의 전단철근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단철근의 역할을 수행하는 래티스바(lattice 

bar)의 높이 최적화를 통해 약 17% 이상의 휨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9). 이음부의 

합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이음철근의 도입에 의해 

휨성능이 개선된다고 보고되었다10). 한편, 프리캐스트 

판넬의 단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바닥판 휨성

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장측 단면이 리브 형

상으로 제작된 초고성능콘크리트바닥판에 대한 연구

에서 충분한 내하력과 공용성이 입증되었다11).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은 현장타설부와의 합성

을 통해 하중에 저항하므로 합성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며, 프리캐스트 판넬의 강성을 향상

시켜 합성부 경계면에 과도한 변형이나 응력이 유발되

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의 보급을 목적으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휨거동을 실험적으로 고

찰하고, 안전성과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부재는 현장타설부와의 합성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단연결철근을 적용하고, 인장측 단면에 리브 형상을 

도입한 프리캐스트 판넬을 적용하여 강성 및 하중 저

항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2. 실험 개요

일반적인 형태의 거더교에 거치되는 반단면 프리캐

스트 바닥판은 거더를 지지점으로 하중에 저항하므로 

교축직각방향이 주철근 단면이 되며, 거더 간격이 길

수록 보다 큰 휨모멘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다 높

은 하중 저항 성능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으로 리브 형태의 단면을 도입하고, 지간 즉, 거

더 간격에 따라 두 가지의 전단연결철근을 적용한 실

험체의 휨거동을 고찰하고,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

상태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교축직각방향 길이에 대해 각각 2.2 m와 

3.4 m를 갖는 두 종류이며, 프리캐스트 판넬의 하부에 

리브 단면을 갖는 것은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보

강된 형상의 전단연결철근을 갖는다. 각 실험체는 결

과의 재현성을 입증하기 위해 2개씩 총 4개를 제작하

였다. 실험체의 구성과 형상을 Table 1과 Fig. 1 및 Fig. 

2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의 단면상세에 대한 비교로

부터 현장타설부에 대하여 교축직각방향인 주철근 단

면에 배근되는 철근량은 동일하며, 교축방향인 배력철

근 단면에 대해서도 실험체의 길이에 따른 차이가 있

을 뿐 등간격으로 배근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plan view

(b) side view

(c) front view

Fig. 1. Details of SLB18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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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b) side view

(c) front view

Fig. 2. Details of MLB30T16 specimens.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pecimens SLB18 MLB30T16

Material


27 MPa
(40 MPa)

 400 MPa

Section


240 mm

(except rib height, 60 mm)

 2.2 m 3.4 m

 1.2 m

Shear connecting 
type lattice bar lattice girder

 : concrete strength in cast-in-place(pannel),  : yield strength of 
rebar,   : full depth of deck,   : longitudinal length of the specimen, 
  : width of the specimen

단, 프리캐스트 판넬 내부에 배근된 철근은 지간이 

상대적으로 긴 MLB30T16 실험체의 경우에 리브 개소 

당 3개의 H13철근을 배치하여 2개를 배치한 SLB18 실

험체보다 상대적으로 큰 휨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단연결철근의 상세도 트러스 타입의 래티

스 거더(lattice girder)를 적용하여 보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Fig. 3 및 Fig. 4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실험체는 실제 공급제품에 대하여 계획된 공정

을 동일하게 재현하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40 MPa의 

설계기준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1차 타설하여 프리캐

스트 판넬을 먼저 양생하고, 노출된 전단연결철근을 

이용한 합성이 이루어지도록 27 MPa 설계기준강도의 

콘크리트를 2차로 구분하여 타설하였다.

실험은 휨에 대한 거동고찰과 성능평가를 위하여 변

위제어에 의한 정적재하에 따라 4점재하 조건에서 수

행되었다. 하중 재하속도는 인장철근의 항복시점을 기

준으로 이전에는 0.5 mm/min, 이후부터는 1.0 mm/min

의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때 하중 재하에 따른 처짐, 

균열, 프리캐스트 판넬 및 현장타설부 철근 변형률 등

을 측정하여 분석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하중의 간격은 모든 경우에 대해 600 mm로서 최대모

멘트가 발생되는 구간은 동일하다. 실험체별 설치 및 

하중 개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3. Details of reinforcement in precast pannels.



리브 형상을 갖는 반단면 프리캐스트 판넬의 휨 안전성 평가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4권 제4호, 2019년 79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4. Types of the shear connector.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5. Overview of static test.

3. 결과 분석 

3.1 파괴 형상

모든 실험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모멘트 구간

을 중심으로 휨균열이 형성되고 점차 상부로 진전되어 

가는 전형적인 휨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전단지간이 상

대적으로 작은 SLB18 실험체는 재하후반부에 휨전단균

열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휨전단파괴 양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큰 전단지간을 갖는 MLB30T16은 전형적인 

휨파괴 거동이 유지되며 파괴에 도달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험체의 모습을 Fig. 6에 수록하였으며, 모든 실험체

의 균열 형상을 Fig. 7 및 Fig. 8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6. Specimens after static test.

(a) SLB18-1 specimen

(b) SLB18-2 specimen

Fig. 7. Crack pattern of SLB18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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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LB30T16-1 specimen

(b) MLB30T16-2 specimen

Fig. 8. Crack pattern of MLB30T16 specimens.

3.2 하중-처짐 및 하중-변형률 관계 분석

휨전단 균열에 기인하는 파괴를 보인 SLB18 실험체

와 전형적인 휨파괴 양상을 나타낸 MLB30T16 실험체

의 하중-처짐 관계 곡선과 하중-변형률 관계 곡선을 각

각 Fig. 9과 Fig. 10 및 Fig. 11에 나타내었다. 

지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SLB18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낸 Fig. 9(a)에서는 하중 증가 속도에 비해 

처짐의 발생량이 크지 않으므로 MLB30T16 실험체의 

경우인 Fig. 9(b)에 비해 기울기의 감소가 작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강성저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판넬 하부ㆍ상부 및 현장타

설부 하부ㆍ상부에 배치된 철근의 변형률을 나타낸 

Fig. 10에서 단면의 최하부에 위치한 프리캐스트 판넬 

하부철근만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한 후 곧 파괴에 이르

렀으며, 프리캐스트 상부와 현장타설부 하부ㆍ상부 철

근은 파괴시까지 항복변형률에 도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휨거동에 의한 연성이 충분히 발휘되기 

이전에 최종적인 파괴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Fig. 

6(a) 및 Fig. 7에서 볼 수 있는 휨전단 균열에 의한 파

괴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MLB30T16 실험체의 하중-처짐 관계 곡선인 Fig. 

9(b)에서는 지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처짐이 크게 발생

되므로 SLB18 실험체의 경우보다 초기 강성이 상대적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9. Load-deflection relationship curves.

으로 완만하게 표현되며, 기울기의 점진적인 감소를 

보인다. 이와같은 강성의 점진적인 감소는 인장철근의 

순차적인 항복과 연성거동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11에서는 약 320 kN 이후부터 프리캐스트 

판넬 하부, 상부와 현장타설부 하부 철근이 순차적으

로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현

장타설부 상부철근은 압축 변형률만이 측정되므로 파

괴 시 중립축은 현장타설부 하부철근과 상부철근 사이

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타설부 상부 철근 

압축 변형률의 크기는 Fig. 10에서 볼 수 있는 SLB18 

실험체의 경우보다 매우 크게 관찰되므로 최종적인 파

괴가 인장철근의 항복과 연성거동 이후 압축측 콘크리

트의 압쇄를 유발하는 휨거동에 의한 것임을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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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Fig. 8의 균열 형상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하중과 철근의 변형률 관계를 도시한 Fig. 10 

및 Fig. 11에서는 가급적 중앙 단면에서 측정된 값을 

비교하였으나 측정값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위

치의 동일 단면에서 계측된 값을 분석하였으므로 각 

그림에 계측 단면의 위치를 함께 표시하였다.

4. 안전성 평가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12)에서는 극한한

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 대하여 각각 5개의 하중조합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일반적인 차량통행을 고려한 

기본하중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Ⅰ과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Ⅰ에 대하여 요

구 성능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전자의 하중조합

에서는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구조부재와 비구

조적 부착물에 의한 자중에 대해 0.90∼1.25, 포장과 시

설물에 대해 0.65∼1.50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최대값을 적용한 식(1)에 의하여 요구성능을 도출하였

고, 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하중들에 대해 1.0의 하중

계수를 적용하였다. 이때 활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도

로교설계기준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철근이 차량진행

방향에 직각인 경우의 바닥판 설계휨모멘트에 대한 식

(3)를 적용하였다.

(a) SLB18-1 specimen (b) SLB18-2 specimen

Fig. 10. Load-strain curves of SLB18 specimens.

(a) MLB30T16-1 specimen (b) MLB30T16-2 specimen

Fig. 11. Load-strain curves of MLB30T16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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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  MDC MDWMLLIM (1)

Mser  MDC MDWMLLIM (2)

여기서, Mult 및 Mser은 각각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Ⅰ 및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Ⅰ에 의하여 요구되는 

휨모멘트 성능, MDC  및 MDW는 고정하중인 구조부재

와 비구조적 부착물에 의한 휨모멘트, MLLIM은 활하

중에 의한 휨모멘트로서 식(3)과 같다.

MLLIM 
L×

× IM (3)

여기서, L은 바닥판 지간(m), IM은 충격계수이다. 

한편, 단위 폭(1.0 m)에 대해 주어지는 설계모멘트는 

실험체의 폭인 1.2 m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여 Table 2

에 정리하였다.

설계요구 성능과의 비교를 위하여 각 실험체의 하중-

처짐 관계 곡선을 모멘트-처짐 관계 곡선으로 수정하여 

Fig. 12에 나타내었다. SLB18 실험체들은 최대휨강도가 

169.07 kN‧m와 165.41 kN‧m로 측정되었으며 이들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극한한계상태에서 요구되는 휨성

능인 69.3 kN‧m와 비교하여도 약 2.4배의 안전율을

Table 2. Modified design moment for 1.2 m width

Specimen
Moment (kNㆍm)

MDC MDW MLL IM Mult Mser
SLB18 2.74 0.72 36.0 69.3 39.5

MLB30T16 7.61 1.99 54.0 109.7 63.6

확보하고 있다. 단, 단면의 최외측인 프리캐스트 판넬 

하부의 인장철근이 항복점에 도달한 후 최종적인 파괴

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측정된 철근의 항복강도 중 낮은 값인 136.5 kN

‧m은 극한한계상태 요구성능보다 약 2.0배 큰 수준으

로 평가된다. MLB30T16 실험체들의 경우에 측정된 최

대휨강도는 264.3 kN‧m과 292.1 kN‧m이며, 극한한계

상태에서 요구되는 휨성능인 109.7 kN‧m와 비교할 때 

약 2.4배 이상으로서 SLB18실험체의 경우와 거의 동일

하다. 또한, 최외단 인장철근의 항복강도와 비교할 때 

약 1.4배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장철근의 항복 

이후 최대강도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연성거동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ig. 12에서 MLB30T16 실험

체는 최대휨강도에서 측정된 처짐이 41.68 mm, 49.24 

mm로서 SLB18 실험체의 경우인 4.48 mm, 6.80 mm와 

비교할 때 약 8배 정도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용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처짐과 균열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였다. 콘크리트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14)

에서는 도로교의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해 활하중과 동

적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처짐량이 아래의 식(4)를 초과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L  사람의통행이없는바닥판L 제한된수의사람이통행하는바닥판L 많은사람이통행하는바닥판
(4)

여기서, L은 바닥판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이다.

각 실험체의 지지점 길이는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LB18 실험체에 대해 1.8 m, MLB30T16 실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12. Moment-deflection relationship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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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에 대해 3.0 m이므로 위의 식(4)에 따르는 처짐제

한은 전자의 경우 2.25 mm, 1.8 mm 및 1.5 mm이며, 후

자에 대해 3.75 mm, 3.0 mm 및 2.5 mm로 주어진다. 활

하중과 동적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각 실험체의 처짐량

은 Fig. 12의 데이터로부터 Table 2의 MLLIM에 대응하

는 처짐값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들 중 큰 값을 취하

면 SLB18 실험체의 처짐은 0.46 mm이므로 처짐제한

의 20.4%∼30.7% 수준이며, MLB30T16 실험체는 1.48 

mm의 처짐값으로서 처짐제한의 39.5%∼59.2% 범위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짐제한과 측정된 처

짐값의 비교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균열에 대한 사용성은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에 의

한 모멘트인 Table 2의 Mser에 대응되는 측정된 균열

폭과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한계균열폭14) 0.3 mm

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균열게이지는 실험체 단면의 

가장 하단부인 프리캐스트 판넬의 리브 단면 하부에 3

개와 측면에 1개를 더하여 실험체마다 4개씩 부착하였

다. 측정 위치는 하중을 증가시키며 균열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장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사용한계상태에서 측정된 균열폭 중 가장 

큰 값은 SLB18 실험체 0.096 mm, MLB30T16 실험체 

Table 3. Comparison of crack width

Specimen
Measured crack width(mm) Limit crack 

width(mm)1 2 3 4

SLB18-1 0.030 0.030 0.077 0.096

0.3
SLB18-2 0.011 0.027 0.039 0.038

MLB30T16-1 0.086 0.055 0.081 0.130

MLB30T16-2 0.058 0.098 0.034 0.069

0.130 mm로서 한계균열폭 대비 각각 32.0%와 43.3% 

수준이므로 균열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 충족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균열폭에 대한 측정값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가시설과 거푸집을 생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법인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교량 공사 중 

추락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공하고

자 휨에 대한 구조적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

해 전단연결철근을 적용하여 현장타설부와의 합성효

율을 높이고, 인장측 단면에 리브 형상을 도입한 프리

캐스트 판넬을 적용하여 강성 및 하중 저항 성능의 향

상을 도모한 두 종류의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휨거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간 3.0 m 실험체의 최대강도는 지간 1.8 m 실

험체와 비교할 때 약 1.7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리브에 추가적으로 배치된 철근 뿐만 아니라 프

리캐스트 판넬에 매입되는 전단연결재를 구성하는 일

부 요소가 인장부재로 거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든 실험체들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휨강도와 

비교할 때 약 2.4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2) 최대강도에서 측정된 처짐은 지간 3.0 m 실험체

의 경우에 지간 1.8 m 실험체보다 약 8배 크게 발생되

(a) SLB18 specimens (b) MLB30T16 specimens

Fig. 13. Deflection at serviceability limi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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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측정되어 상대적으로 큰 연성을 확보하였다. 

강도에 비해 처짐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되는 것은 

파괴형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활하중과 동적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처짐량은 지

간 3.0 m 실험체의 경우 지간 1.8 m 실험체보다 약 3.2

배 크게 측정되었다. 처짐에 대한 사용성 검토에서, 활

하중과 동적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각 실험체의 처짐량

은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처짐제한에 비해 지간 3.0 

m 실험체는 약 40∼60%, 지간 1.8 m 실험체는 약 20∼

30% 수준으로 평가되어 사용성의 제한을 만족하였다.

4) 균열폭에 대하여 계측된 최대값은 지간 3.0 m 실

험체의 경우 지간 1.8 m 실험체보다 1.4배 크게 측정되

었다. 균열에 대한 사용성 검토에서, 계측된 최대 균열

폭은 한계균열폭에 비해 지간 3.0 m 실험체는 약 43%, 

지간 1.8 m 실험체는 약 32% 수준으로 사용성에 대한 

요구 성능을 만족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휨거동을 실험적으로 

고찰한 두 종류의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은 지간 

3.0 m 실험체와 1.8 m 실험체 모두 가시설과 거푸집을 

생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서 교량 공사 중 추락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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