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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bridges pass both the middle of spans and supports during launching. The launching noses 

are used to minimize the maximum positive moments and negative moments of the superstructure occurring during launching for 

ILM bridges. In this study, the simplified analysis formula considering diaphragm to calculate the bending moment that occurs during 

launching is induced and analyzes the optimum design conditions considering diaphragm.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simplified 

analysis formular compared to the MIDAS Civil has an error of less than 5%. There is a difference up to 13% in the moment 

between the cases when the diaphragm is considered and is not.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deciding the unit weight of equivalent 

cross section and average stiffness value of equivalent cross sec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simplified analysis formula is 

proposed. In this study, an effective way to optimize the launching nose is proposed that the optimum design is taken in the 

condition of minimizing the negative moment because of the mechanic characteristic of ILM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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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LM 교량은 압출되는 동안 상부의 단면이 지간의 앙부

와 지 부를 모두 통과한다. 따라서 단면들은 자 에 의한 

최  정모멘트  최  부모멘트를 모두 경험하는 구조  특

성을 가진다. 이 일시 인 응력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에서 압출추진코를 이용하여 

캔틸 버 작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

다(Rosignoli, 2000; Sasmal et al., 2004).

ILM 교량 상부구조물 단면의 최 설계를 해서는 압출

추진코와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해석과 압출추진코의 최 설

계가 필수 이다(Rosignoli, 1999). 이를 해서는 다양한 

설계변수 해석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수들의 수정

에 따른 반복 인 모델링 작업과 해석이 필요하고 많은 설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Sasmal et al., 2006; Fontan et 

al., 2014). 

압출추진코의 최 설계를 한 최 화 기법(Fontan et 

al., 2011)이나, 상부구조와 압출추진코의 상호작용이 고려

된 ILM 상부구조 단순 해석식(Rosignoli, 1998; Lee et 

al., 2006; 2012)  비설계용 최 화 설계식(Lee et 

al., 2006; Choi et al., 2008)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Rosignoli(1998)는 압출추진코의 강성과 량을 모두 등단

면으로 가정한 해석식을 사용하여 압출추진코의 최 길이비

를 제시하 다. Choi(2008)은 Rosignoli(1998)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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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st-stage Launching

(b) Second-stage Launching

Fig. 1 Nose-deck Structure System during Launching

해석식을 사용하여 최 길이비를 부모멘트 최소화 조건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에 따라 각각 제시하 다. 한 Lee 등

(2006)의 연구에서 압출추진코의 강성과 량을 모두 변단

면으로 용한 해석식  설계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상부구조물과 압출추진코의 연결부 보강단면인 

다이아 램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다이아 램이 고려된 기

연구만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계자가 비설계시 신속한 구조해석을 수

행할 수 있어 최 설계를 한 설계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

도록 다이아 램이 고려된 압출  ILM 교량의 상부단면에 

발생하는 휨모멘트 단순 해석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ILM 교량의 압출  역학  특성에 따라 상부단면의 최 화

에 향을  수 있는 압출추진코의 최 설계조건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다이아 램이 고려된 단순 해석식

2.1 매개변수  기본가정

상호작용에 향을  수 있는 압출추진코와 교량 상부단

면의 기하학 , 역학 인 특성을 고려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다음 5가지의 매개변수를 용한다(Lee et al., 2006).

1) 교량 상부구조()의 지간길이에 한 압출추진코()의 

길이비 : 

2) 교량 상부구조()와 압출추진코()의 단  길이당 

량비 : 

3) 교량 상부구조()와 압출추진코()의 강성비 : 

4) 교량 상부구조()와 압출추진코()의 탄성계수비 : 



5) 교량 상부구조의 다이아 램 하  : 

상부단면과 압출추진코로 이루어진 구조체가 압출이 진행

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표 인 구조계를 Fig. 1과 같이 

두 단계로 정의한다. 압출추진코가 지  A에 도달하기 직

까지의 캔틸 버 상태(Fig. 1(a))를 1단계 압출이라 정의하

고, 압출추진코가 지  A에 도달한 후부터 콘크리트 상부가 

지  A에 도달할 때까지(Fig. 1(b))를 2단계 압출이라 정의

한다. Fig. 1에서 압출되는 콘크리트 상부구조의 길이를 

로 정의하면 1단계와 2단계 압출의 범 는 0≤≤1이다.

이 연구의 해석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용한다.

1) 교량 상부구조는 일정한 강성  량을 가진다.

2) Fig. 1의 D지  이후는 지간길이가 인 무한개의 연

속보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3) 미지수를 추가 으로 도입하지 않기 해서 압출 긴장

력은 도심축을 지난다고 가정한다.

2.2 해석식 유도

압출 인 ILM 교량 상부단면의 설계단면력은 Fig. 1의 

지  B와 지  C에서의 부(-)모멘트, 그리고 지간 AB와 지

간 BC에서 발생하는 정(+)모멘트 에서 결정될 수 있다.

2.2.1 지  B에서의 부모멘트

Fig. 1의 지  B에서부터 압출추진코와 상부의 연결부분

이 거리  만큼 압출되었을 때,  이다. 1단계 압출과

정, 즉 압출추진코의 끝부분이 지  A에 도달하기 직 까지

의 설계단면력으로 결정되는 지  B의 휨모멘트 
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은 지  B 이후로 압출된 

상부와 압출추진코를 캔틸 버 상태로 가정하면 평형방정식 

만으로 쉽게 유도된다.

≤ ≤ 






 


 




  



 

 (1)

2단계 압출은 압출추진코가 지  A에 도달한 때부터 시작

되고, 압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  B에 발생되는 휨모멘트

를 
라 정의한다. Fig. 1의 D지  이후를 무한연속보로 

가정하고, 교량 체 구조계에서 지  A~D의 3경간 연속보

를 해석 역으로 용한다.   
12을 용하면 휨모멘

트 
는 식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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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완 한 해석식을 얻기 해서는 지  수직반력 

와 를 알아야 한다. 수직반력 와 는 평형방정식

과 최소일의 원리를 용하여 지  수직반력 , 와 함

께 구할 수 있다. 이 게 해서 얻어진 지  수직반력 와 

를 식 (2)에 입하면 식 (3)과 같이 2단계 압출과정  

설계단면력을 얻을 수 있다.






 ➁
➀

  ≤ ≤  (3)

여기서, ①과 ②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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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타 구간에서의 휨모멘트

지  B에서의 부모멘트와 함께 지  C에서의 부모멘트도 

설계단면력이 될 수 있다. Fig. 1(a)의 3경간 연속보에서 

지  C를 기 으로 두 개의 단순보로 분리시키고 합방정식 

등을 용하여 지  C에서의 부모멘트를 식 (4)와 같이 유

도하 다. 지간 AB  BC에서의 정모멘트 단순 해석식은 

식 (3)의 유도과정에서 얻어진 지  수직반력과 평형방정식

을 용하여 식 (5)와 (6)과 같이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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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식 검증

3.1 검증 모델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단순 해석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인 MIDAS Civil(MIDAS IT, 

2012)을 사용하여 상부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검증 제

로서는 재 완공되어 공용 인 14개의 실제 교량 제원을 사

용하 다. Fig. 2는 그  한 교량의 해석 모델링 모습을 나

타낸다. 이때 제 교량의 설계변수값은 Table 2와 같다. 여

기서 자 은 등분포하 으로 용을 하 으며, 다이아 램 

하 은 상부구조물과 압출추진코가 하는 곳에 집 하 으

로 용하 다. 압출과정은 상부구조물을 0.5m씩 압출을 시

켜 총 100개의 해석모델로 용하 다.

variables value variables value

 50m  10.8m
4

 36m  0.25m
4

 208kN  2.8×10
7
kN/m

2

 12.06kN  2.1×10
8
kN/m

2

 891kN

Table 2 Design variables of example

Fig. 2 Analysis Model of Example

3.2 해석식의 정확성

Fig. 3는 Fig. 2의 교량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ILM 

교량의 상부구조의 모멘트 값 , , , 를 비교

해본 결과 체 으로 0.5%이하의 오차 범 에서 개발된 해

석식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한,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선

행연구(Lee et al., 2012)의 일부 오류를 식 (3)에서는 수

정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제안된 해석식은 설계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 단면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설계

단면력이 발생되는 압출시기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용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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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Moment at Point B (b) Negative Moment at Point C

(c) Positive Moment in Span AB (d) Positive Moment in Span BC

Fig. 3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to show the Accuracy of This Study( 891kN)

구가 될 것으로 단한다. 이러한 정확도는 다른 제 교량

의 해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3.3 다이아 램에 따른 길이비, 강성비 분포

다이아 램은 상부 구조물과 압출추진코 연결 지 부의 강

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ILM교량의 다이아 램 분포는 Fig. 4와 같다. 다이아 램의 

크기와 압출추진코의 길이비, 강성비의 상 계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다이아 램의 크기는 상부 PSC 박스의 크기 

 단면 형상에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Fig. 4 Distribution of Diaphragm Size in Actual 

Example Bridges

3.4 다이아 램의 향

3.3 의 조사된 사례 교량의 다이아 램 분포를 바탕으로 

다이아 램의 크기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물의 단면력 

궤 의 한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압출 시작시 과 종료시

에서의 모멘트 크기는 같지만 압출  발생하는 최  모멘트

에서는 다이아 램 하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0kN 즉, 

다이아 램을 고려하지 않으면 는 최  13.4%, 는 

최  6.4% 만큼 설계 단면력이 과소평가되어 상부구조 안

성에 유해한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압출  상부구조의 

설계단면력 해석에 반드시 다이아 램의 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변단면 압출추진코의 등가 등단면 환산방법

4.1 압출추진코 단면의 형상

Fig. 6는 3.1 에서 검증 제로 사용되었던 ILM 교량  

단면형상이 다른 3개 교량의 압출추진코 단면이다. 부분의 

압출추진코는 I형 이트를 양쪽에 배치하고, 비틀림 방지

를 해 수평⋅수직 이싱으로 보강되어 제작된다. 각각

의 교량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고 단면의 형태는 길이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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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gative Moment at Point B (b) Negative Moment at Point C

(c) Positive Moment in Span AB (d) Positive Moment in Span BC

Fig. 5 Section Force Trajectory according to Diaphragm

(a) shape 1

(b) shape 2

(c) shape 3

Fig. 6 Shape of the Cross Section of Launching Nose

(a) case of  0

(b) case of 0.2≤ ≤0.3

(c) case of  0.6

Fig. 7 Conceptual Shape of the Cross Section of 

Launching Nose
따라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된 사례 교량을 바탕으로 의 길

이비에 따라 등단면 압출추진코의 산술평균값과 도심평균값

을 Fig. 7과 같이 나타냈다. 이는 각각 단면 끝단의 강성값

을 단순 산술평균한 것과 단면 도심 치에서의 강성값이다. 

Fig. 7(a)와 같은 경우는 압출추진코의 단면형상이 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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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gnitude of Bending Moments according to 

Stiffness Values

Fig. 9 Decision Rule of Stiffness Value for Equivalent 

Uniform Cross Section

이에 따라 선형 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그림이다. Fig. 7(b)

의 경우는 단면형상이 일정한 구간()과 선형 으로 변화하

는 구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고, Fig. 7(c)와 같은 경우

는 일정한 구간()이 보다 더 긴 경우이다.

4.2 등가 등단면의 특성값

실제 ILM 교량의 압출  상부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멘트

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해서는 4.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출추진코 단면형상에 따라 변단면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해석식의 사용 간편성을 해 압출추진코의 단면

형상이 등단면으로 가정된 해석식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한 압출추진코의 등단면 량값  강성값 결정이 요구된다. 

선행연구(Lee et al., 2012)에서 압출추진코의 량을 변

단면과 등단면으로 가정하 을 때의 모멘트 차이가 미소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등단면 압출추진코의 량 은 식 (7)과 

같이 압출추진코의 체 길이에 압출추진코의 총 무게를 나

 값으로 간편하게 결정한다(Lee et al., 2012).

 


(7)

Fig. 8은 3.1 에서 검증 제로 사용되었던 ILM 교량의 

압출  발생한 최  모멘트를 비교한 것이다. MIDAS Civil 

해석값은 압출추진코의 실제 변단면 형상과 부재들을 모델링

하여 용한 것이다. Fig. 8에서 단순 해석식에 압출추진코

의 강성을 도심평균  산술평균의 등단면으로 용한 경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의 K, L, M교량

에서 도심평균 강성값을 단순 해석식에 사용하 을 경우 최

 모멘트는 MIDAS Civil로 해석된 최  모멘트값 보다 작

다. 이것은 도심평균 강성값이 실제 강성값 보다 과다 평가

되어 용되었기 때문이고 이 경우는 설계 모멘트값이 과소

평가되어 불안 한 설계를 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압출추진코 단면형상의 비교를 통해서 산술평균 강성값과 

도심평균 강성값  하나를 하게 선택해야 한다. Fig. 9

를 보면 K, L, M교량을 제외한 교량은 의 길이비가 

0.4이하인 단면형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술평균 

강성값과 도심평균 강성값을 용한 최  모멘트 모두가 실

제 단면 강성값을 고려한 최  모멘트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Fig. 8).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심평균 강성값을 사용하면 

산술평균 강성값을 사용한 경우 보다 설계단면력을 일 수 

있다. 반면에 K, L, M교량은 의 길이비가 0.4이상인 

단면형상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심평균 강성값을 사용

한 경우 최  모멘트가 실제 단면 강성값을 용한 최  모

멘트에 비해 작게 되어 불안  설계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

(Fig. 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ig. 9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의 길이비가 0.4이하일 때는 압출추진코의 강성을 

도심평균값으로 산정하고, 0.4이상일 때는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분석한다.

5. 최 설계조건

5.1 최소강성비와 최 길이비

압출추진코의 길이가 상부구조 지간의 길이에 비해 상

으로 긴 경우는 캔틸 버 상태로 압출할 수 있는 상부단면의 

항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비경제 인 설계가 된다. 

반면에 압출추진코의 길이가 지간의 길이에 비해 상 으

로 짧은 경우는 압출추진코를 설치하는 효과가 감소한다(Lee 

et al., 2006). 따라서 압출추진코와 상부구조 지간의 최

길이비가 요구된다. 

압출추진코와 상부구조 지간의 최 길이비를 도출하는 방

법은 부모멘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Rosignoli, 2002;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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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Minimum Relative Stiffness

0 0.2

400 0.25

800 0.3

1200 0.35

Table 3 Minimum Relative Stiffness Considering 

Diaphragm Load

Fig. 10 Optimum Relative Length under the Condition 

of Minimized Negative Moment

et al., 2010; Choi et al., 2008)과 정모멘트까지 최소화

시키는 방법(Choi et al., 2008)이 연구되었다. 압출  최

 부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는 단면 치는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지  B와 지  C이다. 우선은 지  B에서의 최  

부모멘트가 지  C에 비하여 크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고 

최 길이비를 산정한다. 

부모멘트 최소화 조건하에서 최 길이비란 1단계 압출완

료 시 과 체 압출종료 시 의 모멘트 값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비로 정의한다. 한편 2단계 압출  

상부단면에 발생하는 휨모멘트는 압출추진코와 상부구조의 

단면 강성비에 종속된다. 따라서 2단계 압출 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압출종료 시 의 모멘트를 과하지 않도록 하는 최

소강성비 조건이 우선 필요하다. 다이아 램이 고려되지 않

았을 경우의 최소강성비는 선행연구(Rosignoli, 1998; Lee 

et al., 2002; Choi et al., 2008)에서 0.2로 제시되었으

며, 이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선행연구와 같은 차와 방법으로 다이아 램을 고려하여 

산출된 최소강성비는 Table 3과 같다. 이 값은 량비  

길이비에 계없이(Lee et al., 2006) 다이아 램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강성비를 만족하면서 지  B의 부모멘트를 최소화시

키는 량비 변화에 따른 압출추진코와 상부구조 지간의 최

길이비는 Fig. 10과 같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량비의 범 는 사례 교량들에서 얻어진 량비는 물론이고 

실제 교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량비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0~0.165사이로 하 다. 이 범 에서 지  B의 부모멘

트가 지  C의 부모멘트 보다 항상 크다는 것은 매개변수해

석을 통해 확인하 다.

Fig. 10에서는 다이아 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더 긴 압

출추진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압출추

진코의 최 설계를 해서는 다이아 램의 향을 반드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한 Fig. 10으로부터 사례 교량들의 압

출추진코 길이는 최 길이비 보다 길게 설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례 교량들에서는 비경제 으로 긴 압출추진코

를 용해 온 것을 의미한다.

압출  한 단면에서 정모멘트와 부모멘트가 교 로 발생되

는 ILM 교량의 특성상 정모멘트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최 설계 조건에서는 필요하다.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하에서

의 최 길이비란 지간 AB에서의 최  모멘트와 지간 BC에서

의 최  모멘트 차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압출추진코와 상부구

조 지간의 길이비로 정의한다(Choi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다이아 램의 향이 고려된 정모멘트 최소

화 조건하에서의 압출추진코와 상부구조 지간의 최 길이비

를 0~0.165의 량비 범 에서 Fig. 11과 같이 산정하

다. Fig. 11에서는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을 만족하는 최 길

이비에 비해 분석된 사례 교량들의 길이비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모멘트 최소화 조건의 경우와 상반되는 

분석결과이다. 따라서 최 길이비의 용을 해서는 부모멘

트 최소화 조건과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  어느 것을 따라야 

합한지 알아야 되고, 이는 압출  발생하는 상부구조물의 

 최  모멘트가 부모멘트와 정모멘트 에서 어느 것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Fig. 11 Optimum Relative Length under the Condition 

of Minimized Positive Moment

5.2  최  모멘트

 최  모멘트는 최 길이비를 용한 압출  상부구조

물에 발생되는 최  모멘트이다. Fig. 12은 다이아 램의 크

기가 =800kN인 한 를 보여주고 있다. 굵은 선과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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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solute Maximum Positive Moment (b) Absolute Maximum Negative Moment

Fig. 12 Optimum Relative Length and Absolute Maximum Moments(=800kN)

은 실선은 각각 부모멘트 최소화 조건하에서의 최 길이비와

 최  모멘트값을 나타낸다. 가는 선과 가는 실선은 

각각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하에서의 최 길이비와  최  

모멘트값을 나타낸다. Fig. 12를 이용해서 최소강성비와 최

길이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압출  발생하는  최

 모멘트를 간편하게 측할 수 있다. 

다이아 램의 크기가 =800kN인 경우에 정, 부모멘트

를 모두 고려한 이상 인 설계조건은 단  량비 0.155, 

길이비 0.905를 용하는 경우임을 Fig. 12에서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직 으로 비 실 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멘트 최소화 조건과 정모멘트 최소화 조건 모두를 동시에 만

족하는 최 길이비는 ILM 교량의 압출  역학특성으로 인하

여 비 실 이다. Fig. 12(a)와 Fig. 12(b)의 최  모멘트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최  모멘트는 부모멘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크기가 다른 

다이아 램의 경우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멘트 최소

화 조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압출추진코의 최 설계를 한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6. 결    론

1) 다이아 램이 고려된 ILM 교량의 압출  상부구조물 

휨모멘트 단순 해석식을 개발하 다. 사례 교량을 상

으로 MIDAS Civil을 사용하여 비교 검증한 결과 

부분의 경우 0.5%이하 오차를 가지는 정확성을 확인

하 다.

2) 다이아 램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상부

구조의 압출  휨모멘트는 사례교량에서 최  13.4%의 

차이를 보 다. 

3) 단순 해석식의 사용 간편성을 해 압출추진코를 등단

면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한 등단면의 단면 강성

값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의 길이비 값

이 0.4이하일 경우에는 도심평균값을 사용하고, 0.4이

상일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4) 압출추진코의 최 설계는 압출  부모멘트 최소화 조

건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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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다이아 램의 향을 고려했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사례교량에서 최  13%의 휨모멘트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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