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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에서는 I형 거더의 장경간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U형 거더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포스트텐션 긴장방식에 따라 큰 자중으로 인하
여 30 m이하 철도교 적용 사례가 대표적이며, 도로교는 시공 편의성과 보급성 논리에 따라 U형 거더의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이러한 포스트텐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프리텐션 방식을 적용하여 단면 감소에 따른 자중 감소와 사용재료 절감을 유도하고
자 한다. 또한, U형 거더 내부 반력대를 이용한 현장 프리텐션 긴장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U형 단면 거더
교량은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와 합성단면으로 구성된다. 단면이 폐합되어 개방형 단면인 PSC I형 대비 저항 강성 등의 구조적 성능
향상과 제작 및 가설 단계에서 시공의 안전성 증대, 그리고 자중 경감에 기인하는 형고비 감소와 교량의 미적 경관성 확보가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교량이다. 이로 인하여 고품질의 공장제작 부재와 현장에서 일체 타설로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텐션 현장 긴장 방식 소개 및 긴장을 위한 정착블럭의 해석적 성능 검증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핵심용어: PSC U형 거더, 프리텐션 긴장, 현장 제작, 내부 반력대, 해석적 성능 검증

ABSTRACT
In South Korea, U-type girder development was attempted as a means to increase the length of I-type girder, but due to the large
self-weight according to the post-tension method, the application of rail bridges of 30m or less is typical. There are not many examples of
application of pre-tension type girder. This study does not limit the post-tension method, but applies the pre-tension method to induce a
reduction in self-weight and materials used due to the reduction of the cross-section. In addition, we intend to apply the on-site
pre-tensioning method using the internal reaction arm of the U-type girder. The prestressed concrete U-type girder bridge is composed of
a concrete deck slab and a composite section. Compared to the PSC I-type, which is an open cross-section because the cross section is
closed, structural performance such as resistance and rigidity is improved, the safety of construction is increased during the manufacturing
and erection stage, and the height ratio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its own weight.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aesthetic
scenery and economical of the bridg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efficient construction will be possible with high-quality factorymanufactured members and cast-in-place members. In this paper, the introduction of the pre-tension method on-site and the analytical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anchoring block for tension are included.

Keywords: PSC U-type girder, Pre-tension, On-site fabrication, Internal reaction arm, Analytical performance e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Dong-Woo Seo, dwseo@kict.re.kr ORCID: http://orcid.org/0000-0002-0412-7389
Received: 29 August 2022, Revised: 29 August 2022, Accepted: 16 September 2022
Ⓒ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8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5, No. 3, September 2022

1. 서 론
교량은 하천, 계곡, 강 등 이동에 장애가 되는 구간을 쉽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2021년 12월 기준
국내 고속국도용 10,818개 교량과 일반국도 용 8,871개소, 기타국도 17,389개소 등 총 37,078개소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MOLIT, 2022a).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예산은 22조 7,913억 원이며, 이중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액된 8조 3,322억 원으로 교량의 건설수요는 증가할 예정이다(MOLIT, 2022b).
“도로 교량 및 터널현황 조서”에 따른 국내 교량 중 도로 종류 및 상부구조 형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프리스트레스 콘크
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교량은 강(Steel) 교량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2021년 12월 기준 9,643개소, 약 26% 차지, MOLIT, 2022a).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라
멘, 슬래브 상부 구조형식의 점유율이 약 24% 정도로 높고, PSC I형 거더는 약 22%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는 추세이다
(MOLIT, 2022a). 이중 PSC I형 거더교 형식은 지난 10년 동안 개량형 PSC I형 등의 개발로 인해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증가
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 용 교량 등에 있어서 라멘교와 PSC I 거더교의 상부 구조형식은 매우 큰 시장 규모로써 많은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라멘교의 경우 일체 거동 및 교량받침이 필요 없는 점 등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긴 경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PSC I형 거더의 경우 국내 도입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며, 복잡한 구조, 설계기준의 모
호성, 단면 형상으로 인한 전도 발생 등의 시공 어려움,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의 단점이 있다(Shin, 2005;
Koo et al., 2005; Kim and Lim, 2009; Bae et al., 2017; Bridge Technology Inc., 2018; Kim et al., 2017).
또한, 라멘, 슬래브 상부구조의 신형식 교량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합성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PSC I형 거더는 현장
제작 여건에 따라 포스트텐셔닝 방식이 90%이상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다(MOLIT, 2022a). 현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동생
산성 저하 그리고 기술의 고도화에 기인하여 기술집약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설시장은 노동집약 분야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시장은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현장제작 의존적인 기
술에서 현장 조립 방식의 건설 기술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프리텐션 U형 거더 공법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공장
제작으로 구조적 응력 교란 구역인 정착부 제작하고 공장 제작 가로보 블록과 내부반력대 등을 이용하여 현장 제작이 가능한
프리텐셔닝 긴장 방식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며, 현장 및 공장 제작을 최적화하여 구조물의 품질 향상과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Fig. 1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리텐션 U형 거더의 구성 및 개념도이다. 현장 제작이 가능하며 반복 제작을 위하여 별도
의 긴장 시설 없이 이동이 간편한 유압잭(Hydraulic cylinder)과 내부반력대로 활용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이용한 긴장 방식
이다.

(a) Unit girder (precast+cast-in-place) manufacturing method

(b) Closed bridge section

Fig. 1. Configuration and conceptual diagram of pre-tensioned U-type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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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U형 단면 거더 교량은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와 합성 단면으로 구성되면서 단면이 폐합
되어 개방형 단면인 PSC I형 단면 대비 저항 강성(특히, 비틀림 강성) 등의 구조적 성능 향상과 제작 및 가설 단계에서 시공의
안전성 증대, 그리고 자중 경감에 기인하는 형고비 감소와 교량의 미적 경관성 확보가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교량이다. 그리고, 고품질의 공장제작화 부재와 현장에서의 일체 타설로 시공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Fig. 2는 긴장
용 정착블럭과 내부 반력대를 이용하여 긴장하고(a), 긴장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b) U거더가 제작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a) Anchor block-hydraulic cylinder-internal reaction arm

(b) Concrete pouring and curing

Fig. 2. Pre-tension method using and internal reaction arm and anchor block

2. 프리텐션 적용 U형 거더 및 긴장용 정착블록
Fig. 2에서와 같이, 현장 제작을 위한 프리텐션 적용 U형 거더 긴장용 정착블록은 거더의 양 끝단에 배치되고, U-거더 하
면 슬래브와 복부의 단일 강연선의 긴장, 그리고 내부 격벽(Deviator Block)으로부터 내려오는 외부 강선을 정착하고 유압실
린더의 외력으로부터 변형 없이 강연선들을 긴장하는 역할을 한다. 본 긴장용 정착장치는 이동을 고려하여 무게와 부피를 최
소화하고 시공 때 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Fig. 3은 유압실린더와 다수의 강연선 정착구에
의한 정착블록의 작용-반작용의 개념을 도식한 그림이다. 정착블록은 압축부재 해석 및 설계가 이루어지나 그 두께가 얇은
경우 휨 거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는 콘크리트 강도와 강판의 두께에 크게 의존한다.

Fig. 3. Force transmission mechanism between internal reaction arm-hydraulic cylinder and strand anch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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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유압실린더가 배치될 3개의 PHC(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파일을 이용한 내부 반력대(Fig. 4의 중앙
부), 프리텐션 U형 거더의 단면, 외부강선 및 프리텐션 도입을 위한 단일 강연선을 보이고 있으며, 사각형 위치에 긴장용 정
착블록이 배치된다. 본 정착블록은 거더의 폭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형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강연선의
컷팅 방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Fig. 4. Cross section of pre-tension U-type girder and anchorage block for tension

3. 프리텐션 적용 U형 거더 및 긴장용 정착블록 해석
3.1 정착블록 모델링
본 해석에서 ABAQ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ABAQUS, 2021) 정착블록의 전면 및 후면 강재 플레이트와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블록을 솔리드 요소(Solid Element)로 모델링 하였다(Fig. 5). 상부 2개소의 외부강선과 양 측
면부의 각 14개 및 하부 12개의 단일강선(Mono Strand)은 재료요소로 모델링하지 않고, 해당 위치에 경계조건으로 정의하
여 반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석을 수행하였다.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5. Anchor block modeling (ABAQU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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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블록은 UHPC 블록 전면과 후면에 강재 플레이트를 샌드위치 형태로 접합한 형태이며, 하중 재하 및 반력의 작용에
의해 주로 압축 거동을 하게 된다. 이에, 본 해석에서는 UHPC와 전면 및 후면의 강재 플레이트가 일체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접촉면을 Tie로 정의하였다. Fig. 6에 UHPC와 전면 및 후면 강재 플레이트와의 접촉면 모델(Tie Model)과 입력창
을 나타낸다.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6. Contact model of steel plate and UHPC (Tie Model)

한편, 후면 재하부에서 하중 재하 시 전면부에서는 상부 외부강선 2개소와 양 측면부의 각 14개 및 하부 12개의 단일강선
(Mono Strand)에서 반력이 발생하게 된다. 본 해석에서는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외부강선과 단일강선을 재료요소로 모델링
하지 않고, 각각을 레퍼런스 절점과 연결하고(Coupling), 그 절점에 스프링계수를 입력하여 반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Fig. 7). 여기에서, 외부강선 2개소의 반력부를 연결하여 각각의 레퍼런스 포인트와 연결하였고, 양측면의 각 14개의
단일강선을 하나로 묶어 각각의 레퍼런스 포인트와 연결하였다. 또한, 하면의 12개의 단일강선도 하나로 묶어 레퍼런스 포
인트와 연결하였다. 정착블록을 솔리드요소로 모델링하고, 6면체 Mesh를 적용하였다. 해석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
밀하게 Mesh를 생성하였으며, 총 Node 수는 38,798개이고, 총 Element 수는 28,832개로 구성하였다.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7. Spring node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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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서는 전면 반력부의 외부강선 정착부(2개소)와 단일강선 정착부(양측면 각 14개소, 하면 12개소)를 각각을 레퍼
런스 포인트와 연결하였다(Coupling). 이 때, Mono strand와 외부강선 정착부에 연결된 절점은 전방향 변위와 회전을 고정
시켜(Fix) 반력만 작용하도록 경계조건을 정의하였다. 한편, 정착블록은 하중재하 시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경계면에
Y방향(U2)과 Z방향(U3) 변위를 고정하였다. Table 1에 각 영역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Fig. 8에는 단일강선 및 외부강
선 반력부 경계조건 입력창을 나타내었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
Region

Boundary Conditions

Mono-strand anchorage

ENCASTRE (U1=U2=U3=UR1=UR2=UR3=FIX)

External strand(tendon) anchorage

ENCASTRE (U1=U2=U3=UR1=UR2=UR3=FIX)

Bottom boundary

U2=U3=FIX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8. Boundary conditions

3.2 재료 물성치
본 해석을 위해 강재 플레이트의 탄성 거동과 항복 후의 소성 거동을 정의하여 물성치를 입력하였다. Table 2는 강재 플레
이트의 탄성계수와 포아송 비, 단위중량을 나타낸다. 탄성계수(Young's Modulus)는 강재의 일반적인 값을 사용하였으며,
탄성 구간 내에서는 선형 탄성거동 한다(Elnashai and Izzuddin, 1993). 한편, 강재의 항복강도는 315 MPa로 정의하였고, 선
형거동 및 항복 이후의 소성 거동은 Fig. 9와 같다.
Table 2. Steel plate material properties
Elastic Modulus (Pa)

Density (kg/m3)

Poisson Ratio

2.06e11

78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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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eel plate yield strength and elastic & plastic behavior

UHPC는 재료 모델로서 CDP(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 모델은 콘크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구
조재료를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Grassl et al., 2002; Grassl and Jirasek, 2006a; Grassl and Jirasek, 2006b; Hafezolghorani
et al., 2017). 탄성영역에서의 거동(선형거동)과 비탄성 항복(비선형) 이후의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등방 인장 및 압축 소성
개념을 포함한 Isotropic damaged elastic 개념을 사용한다. Table 3에 UHPC의 탄성계수, 포아송 비, 단위중량 및 CDP 모델
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한편, CDP 모델에서는 콘크리트의 선형 탄성영역 이후의 거동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는데, 이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Table 3. UHPC material properties
Compressive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Density (kg/m3)

Poisson Ratio

130

8

50

2,565

0.18

Dilation Angle

Eccentricity

fb0/fc0

K

Viscosity parameter

15

0.1

1.16

0.667

0.0001

Fig. 10. UHPC Behavior (left : compressive behavior, right : tensi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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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텐션 적용 U형 거더 및 긴장용 정착블록 해석
해석 결과 강판의 최대 응력은 215 MPa(압축)로 정착블록 상부 외부강선 정착 위치에서 발생하였으며 기타 주요 변형 및
발생응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UHPC의 최대 발생응력은 92 MPa(압축)이며(Fig. 11(b) 참조), 이는 본 CDP 모델 fck=130에
대하여 71%수준으로 0.8fck(104 MPa)까지 선형 탄성으로 가정된 UHPC의 재료 물성치를 고려할 때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Fig. 12 ~ Fig. 15 참조). 또한, 콘크리트의 손상을 나타내는 PEEQ, DAMAGET, SDEG 등을 검토한 결과
UHPC부재의 손상(균열)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a) von Mises stress

(b) stress on the x face in the x direction

Fig. 11. Stress of concrete in reaction(front) side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12. Stress components and invariant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13. Total strain components, Max, Principal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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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14. Translations and Rotations, U1 – Concrete+Steel displacement

(a) Reaction side (front side)

(b) Forcing side (rear side)

Fig. 15. Actively yielding concrete failure / fractur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제작이 가능하고 반복 제작을 위한 이동이 간편한 유압잭(Hydraulic cylinder)과 내부 반력대로 활용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이용한 긴장 방식을 제안하였고, 프리텐션 U형 거더의 긴장 작업에 사용되는 강합성(Steel-UHPC) 정
착블록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수행된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유압실린더의 하중가력에 따른 강선 정착구의 반력을 모사하기 위하여 전 모노 정착구 및 상부 외부강선의 정착구에
스프링을 상용하여 일정 변위를 허용한 반력 형태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하중 작용 방향 최대 89 mm의 평행이동이 이
루어졌으며, 정착블록의 상면이 하면보다 7.4 mm정도 더 이동하여 앞으로 다소 기울어진 변위를 보였다. 이는 유압
실린더 3개의 도심과 반력들의 도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회전으로 판단된다.
(2) 평면상의 전단면을 따라 휨변형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앙부 하중이 작용하는 단면에서 양측과 중앙의 변위 차이를
다소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이동에 따른 변위에 기인하여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기울어짐 변형 없는 전체가 동일
한 이동을 한다면 더 큰 값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하중위치와 함께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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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Steel to Concrete의 접촉면은 슬립(Slip)에 따른 전단거동(접합면 전단 저항)은 없으며, 따
라서 전단 연결재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전단 연결재는 합성을 위한 역할로서 전 접합면에 일정
간격으로 고루 배치하는 것이 좋다.
(4) 강판의 최대 응력은 215 MPa(압축)로 정착블록 상부 외부강선 정착위에서 발생하였으며 기타 주요 변형 및 발생응력
은 발생하지 않았다.
(5) UHPC의 최대 발생응력은 92 MPa(압축)이며, 이는 본 CDP 모델 fck=130에 대하여 71%수준으로 0.8fck(104 MPa)까
지 선형 탄성으로 가정된 UHPC의 재료 물성치를 고려할 때 사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HPC의 손
상(균열)이 발생하지 않아 프리텐션 긴장에 문제가 없고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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