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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onstruction of curved bridge has increased, thus researchers perform the analytic studies on PSC 

curved bridge. However, the grid analysis method that are mostly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adequate to acquire the 

precise behavior evaluation of curved PSC briges. Therefore, the precise finite element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ive variables 

were perform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design method of curved PSC bridge by using 3D elements and bar element. The 

evaluated variables in this analysis were the number of girders, loading point, section figure, change of prestressing force. The results 

show the load carrying capacity of the 3 girder type bridge is 200% of that of the 2 girder type, and that applying load on outer girder 

makes the load resistance capacity and the deflection deviation of 2 girders smaller. The structural capacity of the bridge is improved 

when the section size is increased, but the efficiency of it is not sufficient enough compare to that of the change of prestressing forces. 

The change of prestressing forces shows that the camber and the load carrying capacity are linearly increased as PS force is increased. 

Moreover, when the PS force applied on outer girder is increased than that of inner girder, the deviation of deflection the girders 

decreases, thereby the stability of the bridge is enhanced.

Keywords : curved PSC bridge, finite element analysis, effective variables, prestressing force

1. 서    론1)

산업의 발달과 도심지의 인구밀집에 의한 공간의 제한

으로 도심지의 입체 교차로와 고속도로 접속구간 등에 

곡선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곡

선교량의 주형은 직선주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곡률 때문

에 상대적으로 짧은 직선주형을 여러 개 연결하여 사용

하며, 이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하부구조의 건설이 요구

되어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1-3) 이에 따라 최근 

미관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PSC 곡선주형을 사

용한 곡선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곡선교에 관한 연구는 Vlasov6)에 의해 처음 곡선보 이

론이 제시된 이후 다양한 곡선보의 정적 거동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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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4,7,8)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비선형 해석 등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9-13) 그러나 현재 실무에

서는 일반적으로 해석시간이 절약되고 해석상 간편성이 

있는 프레임요소(frame element)를 이용한 격자해석방법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 요소를 이용한 

설계는 교량 전체 구조를 단순한 뼈대 요소로 가정하기 

때문에 교량에 발생하는 다양한 3차원적인 특성을 정확

히 구현해 내지 못하여 PSC 거더의 정밀거동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뼈대 요소를 이용한 해석은 단면내 변형, 

횡방향 텐던 효과를 고려할 수 없어 PSC 곡선 교량의 

내·외측 거동 차이 및 부반력을 명확히 계산할 수 없어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4,15) 따라서 PSC 곡선교

의 3차원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뼈대요소로는 정확

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최근 3차원 정밀해석을 

통한 해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 곡선교의 

개발을 위하여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정밀해석

을 수행하며, 차량하중 재하에 의한 거동 및 내외측 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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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ree girder system (L=50 m, R=150 m)

(b) Two girder system (L=40 m, R=100 m)

Fig. 1 Concrete PSC curved beam geometry and dimensions

의 긴장력 변화, 주형의 개수, 하중 재하 위치 등에 따른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프리캐스트 PSC 

곡선교의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PSC 박스 곡선교의 매개변수 및 해석방법

2.1 대상교량의 제원

현재 국내외에 설계된 곡선교는 대부분이 I형 및 강박

스교가 대부분이며 PSC 중공 박스 거더 형식의 곡선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형식에 상관

없이 국내에 적용된 곡선교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대표적인 단경간 곡선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 시험체는 경간장 50 m 3주형(곡선반경 R=150 m)과 

40 m 2주형 곡선교(곡선반경 R=100 m)이며, 대상 시험체

의 FE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

구의 FE 해석에 사용된 시험체의 단면도는 Fig. 1에 나타

내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해석 대상의 콘크리트 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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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tressing force and prestressing procedure

Type Tendon no.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Girder

(Length 50 m)

Tendon size 16T 15.2 mm

Prestressing procedure 1 2 5 6 7 8 3 4

Prestressing force 3045 3045 3045 3045 3045 3045 3045 3045

2 Girder

(Length 40 m)

Tendon size 15T 15.2 mm

Prestressing procedure 1 2 5 6 3 4 - -

Prestressing force 2855 2855 2855 2855 2855 2855 2855 2855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s Members Items
Design values 

(MPa)

Concrete
Girder

Design strength
45

Deck slab 27

PS strand 

(SWPC 7BL : 

15.2 mm)

Ultimate strength 1900

Yield strength 1600

Table 3 Parameters applied in this study

Case Variables Contents

1
The number 

of girders

2 girder-length 40 m 

Vs 3 girder-length 50 m

2 Loading point
Inner loading (G2) 

Vs Outer loading (G1)

3
Sectional 

height
150 cm, 155 cm, 160 cm

4
Prestressing 

force

G1, 2 100%, 110%, 120%, 130%

5
G2 100%, 110%, 120%

(G1 100% fixed)

(a) 8 node solid element (b) 6 node solid element

(c) Bar element (d) Bar particle in solid element

Fig. 2 Element and shape of FE model 

거더와 가로보의 경우 45 MPa, 바닥판 슬래브는 27 MPa

를 사용하였다. PS 강연선은 SWPC 7BL인 직경 15.2 mm

의 7연선 저릴렉세이션 강연선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대

상체에 대한 재료특성과 도입 긴장력은 각각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매개변수의 설정

PSC 곡선교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중에 

거더의 개수와 하중재하위치, 단면 변화 등의 변수와 곡

선교에 작용하는 긴장력을 변수로 하여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곡선교는 일반 직선교와 다르게 곡선반경에 따라 내·

외측의 지간길이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도입되는 긴장력

이 변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PSC 곡선교에 있어

서 도입되는 긴장력을 100%, 110%, 120%, 130%까지 단

계적으로 증가시켜가며 이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외측에 작용하는 긴장력이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내외측 긴장력의 차이에 의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측 긴장력을 고정하고 외측 긴장력을 110%, 

120%로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한 매개변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2.3 유한요소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PSC 곡선교의 설계를 위한 

구조거동을 예측하고 설계변수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3D 정밀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범

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DIANA를 사용하였으며, 사

용재료에 대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PSC 곡

선교에 대한 정밀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요

소는 8절점 Solid 요소와 6절점 Solid 요소를 이용하여 3

차원 모델링을 하였으며 강연선은 bar 요소를 사용하였

다. 재료모델은 콘크리트의 경우 Drucker-Prager의 항복이

론을 적용하였으며, PS 강연선은 von Mises의 항복이론

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텐던과 쉬스관 사이의 정

착장치에 의한 손실과 마찰손실을 고려하였다. Fig. 2는 

이 연구의 해석에 사용된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PSC 곡선교는 중공부와 다이아프레임부, 가로보, 바닥

판을 구분하여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상세모델링을 하였

으며 프리스트레스는 bar 요소를 사용하여 포스트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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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point

 Element: 46024

 Node: 61293

(b) 50 m 3-girder curved bridge

Loading point

 Element: 38200

 Node: 45426

(a)  Detail modeling of 40 m 2-girder curved bridge (c) 40 m 2-girder curved bridge

Fig. 3 Finite-element model for PSC curved bridge with concrete deck 

Fig. 4 Korean DB-24 live loading (unit: mm)

Fig. 5 The results of FE analysis for DB-24

방식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였다. PSC 곡선교의 전체 

모델링 형상과 mesh 형태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곡선교에 대한 파괴하중 및 정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Fig. 3(a)에 나타낸 것과 같이 힌

지-롤러를 적용하였으며, 강연선과 콘크리트는 완전부착

으로 가정하였다. 하중은 자중과 프리스트레싱력, 외력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재하 하였으며 시험체가 파괴될 때까

지 해석을 수행하였다.

3. 매개변수에 따른 거동 분석

3.1 차량하중 재하에 따른 분석

이 연구는 곡선교의 개발을 위한 설계단계의 사전적인 

해석적 연구의 일환으로 매개변수에 의한 해석에 앞서 

차량하중 재하시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간장 40 

m, 2주형 곡선교를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대

상인 교량은 1등교로 설계하중은 DB-24이며 재하위치는 

최대모멘트 발생지점에 하중을 재하하는 방식으로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하중재하 위치는 Fig. 4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량하중 재하시의 FE 해석 결과 PSC 곡선교의 최대 

처짐은 G1 거더에서 16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G2 거더의 처짐은 14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대상교량의 허용처짐량인 50 mm

의 약 30% 수준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석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응력의 경우에는 PS 긴장력 도입에 따른 전단면이 압

축응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하중 재하

시에도 G1, G2 거더 하연에서 각각 -8.7, -10.1 MPa의 압

축응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허용 휨 

압축응력인 -42 MPa과 허용 휨 인장응력인 5.2 MPa을 만

족하고 있어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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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 results for two-girder and three-girder

Type Items G1 G2 G3

Two 

girder

Yielding load (kN) 2500

-
Yielding displacement (mm) 89.1 86.9

Max. load (kN) 2800

Max. displacement (mm) 238.5 241.4

Three 

girder

Yielding load (kN) 5400

Yielding displacement (mm) 145.7 116.9 111.2

Max. load (kN) 6400

Max. displacement (mm) 157.8 110.6 48.8

Fig. 6 Load-displacement curves for two girder system

Fig. 7 Load-displacement curves for three girder system Fig. 8 The results of load-displacement curves for loading point

3.2 2주형 거더교와 3주형 거더교의 비교

이 연구에서는 곡선 PSC 거더의 실용화를 위한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주형 곡선 PSC 거더와 3주형 곡선 PSC 거더를 설계하

고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거동을 비

교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Table 4와 Figs. 6∼7에 각각 나

타내었다. 해석 결과 2주형 PSC 거더는 탄성에서 소성상

태로 변화되는 항복하중이 약 2500 kN이고 부재가 더 이

상 하중에 저항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파괴 하중은 약 

2800 kN으로 나타났다. 처짐은 항복하중과 파괴시 모두 

내측 거더인 G2 거더가 약 3 mm 정도의 큰 변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석대상 시험체의 규모와 비교하

였을 때 일체거동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3주형 PSC 거더는 항복하중이 약 5400 kN이고 

파괴 하중은 약 6400 kN으로 나타났다. 2주형 거더에 비

해 구조성능의 향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3주형 거더가 2주형 거더 시스템에 비해 거

더의 갯수 증가로 인하여 구조내력이 향상된 영향도 있

지만 주요한 원인은 도심이 교량의 중심거더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응력분산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매우 안정적

인 성능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주형 PSC 

거더는 거더간 처짐을 비교하였을 때 내외측의 편차가 

하중재하 초기부터 약 30 mm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중 재하 위치에서 전달되는 하

중이 2개의 가로보를 통하여 응력이 전달되면서 발생하

는 응력편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하중 시 G2, 

G3 거더의 경우 급격한 변위 감소를 보이는 것은 구조물

의 급작스런 파괴에 의한 에너지 소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하중재하 위치에 따른 거동 해석

곡선 거더교는 직선교와 달리 내 ･ 외측의 곡선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측과 외측의 거동이 차이를 보일 수 있

으며, 특히 하중의 재하 위치에 따라 곡선교의 성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내측과 외측 거더의 상부에 각각 하중을 재하 하여 거

동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해석 결

과 Fig.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곡선반경이 큰 외측거더

(G1)에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내측거더(G2)에 하중을 가



272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3호 (2014)

(a) G2 loading (b) G1 loading

Fig. 9 Displacement distribution at failure load

(a) G2 loading (b) G1 loading

Fig. 10 Cracking patten at failure load

Fig. 11 Comparison of load vs displacement curves for 

cross sectional change 

하였을 경우보다 성능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측거더(G1)에 하중을 재하 하였을 경우에는 내 ･

외측 거더의 편차가 커져 일체거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범위인 1000 kN에서 부터는 내·외측 거더

의 편차가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보이며 항복하중인 

2300 kN에서는 약 20 mm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공용중 구조물의 안전성에 심

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ig. 9, 10은 하중위치에 따른 파괴하중에서의 처짐과 

균열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처짐 분포도는 재하위치

를 기준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측 거더에 

재하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채꼴 형상으로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측거더에 하중을 재하한 경우에는 

외측 거더를 기준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분포도가 나타나

다 거더 지점부로 갈수록 내측 거더에 재하한 경우와 유

사한 부채꼴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 분포도의 경우에는 하중재하 위치에서 초기 균열

이 발생하였으며 하중증가에 따라 균열이 진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종단계에서의 균열 분포도는 하중이 재

하된 거더의 반대편 거더(G1)에서 균열확산이 크게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측 거더에 하중을 재하한 경우

에는 내외측의 균열 분포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나 외측 거더(G2)에 재하한 경우에는 내측 거더에 재하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균열확산이 뚜렷하게 증가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로보의 응력전달이 내

측에서 외측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외측에서 내측으로 전

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단면변화에 따른 거동 해석

이 연구에서는 곡선 PSC 교량의 단면 변화에 따른 거

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거더 

단면의 높이를 50 mm 씩 증가시키며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Fig. 11에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 결과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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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1 girder (b) G2 girder

Fig. 12 Comparison of load vs displacement curves for prestressing force change

Fig. 13 Change of reaction force due to prestressing force

증가에 따라 강성이 증가하면서 최대내력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준시편의 경우 항복하중은 약 2500 kN

이고 파괴하중은 약 2800 kN인 반면 단면의 크기를 50

mm 증가시킨 경우에는 항복하중이 2600 kN, 파괴하중이 

2900 kN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의 크기를 100 mm 증가

시킨 경우에는 항복하중이 2700 kN, 파괴하중이 3100 kN

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

면변화에 의한 성능향상은 현장조건에 따라 형고의 제한 

등에 의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PS도입량의 변화에 의

한 효과에 비해 경제성과 시공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

단된다.

3.5 프리스트레스 도입량에 따른 거동 해석

곡선 PSC 거더에 도입되는 PS량의 변화에 따른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시의 긴장력을 기준으로 최대 

130%까지 PS 긴장력을 증가시키며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PS 긴장력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를 거더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초기 거더

의 솟음량은 PS 도입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괴하중도 PS 도입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측 거더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S 도입량이 증가할수

록 내․외측 거더의 처짐값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곡선 PSC 거더교의 안전성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에서 강연선

의 PS 도입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S 도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강

연선의 갯수를 늘리거나 고강도의 강연선을 사용하고 PS 

도입량 증가에 따른 단부 지압파괴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의 설계기준 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검

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Fig. 13은 PS 도입량 증가에 따른 지점부 반력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1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외측 거

더의 반력이 내측 거더에 비해 약 3배 이상 크게 작용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곡률에 의한 거

더의 전도모멘트에 의한 것으로 곡률반경이 작아질수록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PS 긴장력 증가

에 따른 반력 변화를 살펴보면 PS 긴장력 증가에 따라 

내측 거더인 G2 거더는 PS 긴장력 증가에 따라 반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긴장력을 최대 30% 증가

시킨 경우에는 기준시편에 비해 약 60%가량 반력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0%가량 증가시킬 경우 

부반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거더의 전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외측 거더의 프리스트레스 도입량 변화에 따른 

거동 해석

Fig. 14는 외측거더인 G1에 도입되는 PS 긴장력을 설

계시 긴장력을 기준으로 하여 10%, 20%를 증가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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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1 girder (b) G2 girder

Fig. 14 Analysis result of prestressing for each girder

석한 결과이다. 해석 결과 PS 도입량에 비례하여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측 거더 모두에서 하중

저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PS 도입량을 기

준으로 보았을 때 G1, G2 거더에 각각 10%의 PS 긴장력 

증가를 수행한 결과와 G1 거더에만 20%의 PS 긴장력을 

증가시켜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파괴하중은 각각 

3100 kN과 3200 kN으로 G1에 편긴장력을 도입하였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내외측에 도입하는 긴장력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곡선교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내·외측 거더의 곡률반경 및 지간 길이의 차

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 곡선교의 개발을 위

한 설계단계의 사전적인 해석적 연구로 3차원 솔리드 요

소를 이용하여 정밀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1) 차량하중 재하에 따른 처짐 해석 결과 대상교량의 

허용처짐량의 약 30%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거더 

하연응력의 경우에도 허용 휨 압축, 인장응력 범위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간장 40 m 2주형 PSC 거더와 경간장 50 m 3주형 

PSC 거더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3주형 PSC 곡선거

더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주형의 개수 증가에 따른 성능향상도 있지만 거

더의 도심이 거더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2주형 거더를 대상으로 하중재하위치에 따른 영향

을 검토한 결과 곡선반경이 큰 외측거더(G1)에 하

중을 가하였을 경우 내측거더(G2)에 하중을 가하였

을 경우보다 하중저항력 및 거더간의 처짐편차 등

의 성능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더의 단면높이에 따른 해석 결과 단면의 증가에 

따라 구조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현장조건에 따라 형고의 제한 등에 의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PS도입량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비

해 경제성과 시공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PS 도입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PS 도

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더의 솟음량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중저항력도 PS 도입

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S

도입량이 증가 할수록 내․외측거더의 처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곡선 PSC 

거더교의 안전성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기존 설계에서 강연선의 PS 도입량을 증가시키

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편긴장력 증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PS 

도입량을 기준으로 G1, G2 거더에 각각 10%의 PS 

긴장력을 증가시킨 경우와 G1 거더에만 20%의 PS 

긴장력을 증가시킨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G1에 편

긴장력을 도입하였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외측에 도

입하는 긴장력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곡선교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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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곡선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곡선 교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PSC 곡선 주형을 이용한 곡선교에 대한

해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프레임 요소를 이용한 격자해석방법으로는 PSC 곡선교에 대한 정밀해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PSC 곡선교의 정밀 유한 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프리캐스트 PSC 곡선교의 설계를 위한 참고자

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모델링을 실시하고, 거더 수, 하중 재하 위치, 단면 변화, 긴장력 

변화 및 편긴장력 도입 여부와 같은 매개변수에 대한 거동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경간장 50 m 3주형 교량의 항복하중과 파괴

하중이 경간장 40 m 2주형 교량에 비해 200% 이상의 성능을 보였고, 외측거더에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도심의 위치에 따라 하

중저항력 및 거더 간의 처짐 편차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더 단면을 변화시킨 경우 단면의 증가에 따라 구조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S도입량의 변화에 의한 효과에 비해 경제성과 시공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PS 도

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PS 도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솟음량과 하중저항력이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거더 간 처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편긴장력을 도입하였을 시 도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내외측 거더 모두에서 하중저항력이 

증가하며, 특히 외측거더에 편긴장력이 도입되었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PSC 곡선교의 경제성 및 안정성

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PSC 곡선교, 유한요소해석, 매개변수, PS 도입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