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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프리텐션 거더교의 설계변수 분석

Parameter Analysis for Design of Pretension Girder Bridge for 

Urban Maglev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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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진행되어 2016년 2월에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용유역 구간이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부상열차 운행의 기반시설인 교량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시기적으로 아

직은 충분한 경험과 자료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의 경제성 및 시공성 확

보를 위한 연구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육중한 도시형 고가구조물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날렵하고 세련미를 가지는 도시형 고가구조물 도입이 절실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용 가이드웨이 구조물과 관련하여 종래의 교량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포스트 텐션 방식

의 PSC 거더가 아닌 프리텐션 방식의 PSC 거더에 주목하였다. 거더의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위해서 프리텐션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단부에 정착단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더 단면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쉬스관 및 그라우팅이 불

Abstract Parameter analysis of a pretension girder bridge for urban maglev transit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main design parameters and their effect. Girder deflection at mid-span is the most important design criteria of urban

maglev transit. Therefor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girder height, girder length, and unbonded tendon length were

selected as the design parameters that relate to girder deflection. In addition, tendon layout and unbonded tendon ratios

were also considered as design parameters to control the top stress of the pretension girder section at the suppor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both the girder height and length are dominant design parameters governing girder deflection,

more important than compressive strength and unbounded tendon length. And, sensitivity analysis makes this study sug-

gest design weight value. In terms of stress, a tendon layout that can satisfy the unbounded tendon rule requires an addi-

tional tendon or rebar at the upper section to control the tensile stress on top of the section. Therefore, to improve

feasibility and constructability in the future, an enhanced unbonded tendon rule considering the load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maglev system should be studied.

Keywords : Urban maglev transit, Pretension girder, Optimal design, Sensitivity analysis, Unbonded tendon

초 록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프리텐션 거더교의 최적설계를 위해서 설계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기부상철도용

거더 설계 시에는 중앙부 처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와 연관있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거더 형고, 거더 연장및 강연선

비부착 길이를 설계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프리텐션 거더에서 지점부의 상연응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방식을 설계변수로 선정하고, 강연선비부착률을 검토하였다. 설계변수 해석결과로부터 거더 처짐량에는 거더

형고와 거더 연장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강연선 비부착 길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민감도 분

석을 통해 설계 가중값을 제시하였다. 지점부 상연응력 제어를 위해서 비부착 강연선배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

연 긴장선 또는 철근배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자기부상철도 가

이드웨이의 하중특성을 고려한 비부착강연선 기준 향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자기부상열차, 프리텐션 거더, 최적설계, 민감도 분석, 비부착 강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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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강연선 직선배치가 가능하므로 철근조립이 쉽고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장에서는 거더 제작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프리텐션 거더 보다는 주로 포스트텐션

거더가 선호되어 왔다. 현재 다양한 연구결과[1,2]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이동식으로 프리텐션 거더 제작이 가능한 기술들이 소

개되고 있고, 점차 프리텐션 거더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프리텐션 방식의 거더 설계 및 시공 최

적화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내에는 도시형 자기부상철도용 프리텐션 거더가 아직까지 시험선 시범적용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철도 특성을 고려한 최적설계법 및 시공법 도출을 위해서는 자기부상철도용 프리텐션 거

더 설계변수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열차에 적합한 프리텐션 거더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설계결과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검

토를 토대로 프리텐션 거더 설계변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설계변수 분석

2.1 설계변수 분석방향

2.1.1 자기부상열차용 거더 특성 분석

기존 설계자료 및 연구사례로부터 자기부상열차용 거더교량은 일반철도용 거더교량과는 달리 중앙부에서 응력이 아닌 처짐

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또한, 프리텐션 방식 긴장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부에서의 부모멘트

증가로 인한 콘크리트 상연인장력 제어가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다[1,4,5]. 따라서 Fig. 1과 같이 자기부상열차용

프리텐션 거더 구조물은 중앙부에서의 처짐과 단부에서의 상연응력을 고려하여 설계변수를 도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2.1.2 대상 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한 대상모델은 대전 기계연구원 자기부상철도시험선에 시범 적용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용 프리텐션 거더

교로 Fig. 2와 같은 설계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상모델에 대한 설계변수 분석을 위해서 Fig. 3과 같이 MIDAS CIVIL

프로그램의 프레임 요소 및 텐던 요소를 활용하여 거더 형상, 강연선 배치 및 단순보 경계조건을 구현한 해석모델을 구성하였

다. 재하하중으로는 거더 자중 및 2차 사하중을 고려하였고, 강연선 긴장력을 도입하였으며, 자기부상열차 차량 만차하중을 활

하중으로 복선재하하였다.

2.1.3 설계변수 검토 및 분석체계

앞에서 분석된 자기부상열차용 프리텐션 거더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조물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설계변수

를 추출하고 검토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Fig. 4에 정리하였다.

Fig. 1. Girder characteristics for urban maglev transit. Fig. 2. Design condition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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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설계변수 도출

2.2.1 설계변수 선정

일반적인 단순보 형식의 구조물 처짐은 단면강성 및 연장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처짐이 지배적인 PSC 거더의

경우에는 단면강성을 결정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거더 형고 및 거더 연장이 주요 설계변수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프리텐

션 방식 구조물의 특성상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방식에 따라 단면효율이 결정되며, 특히 단부에서의 과도한 부모멘트를 방지하

기 위한 비부착구간 도입에 따른 응답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자료, 프리텐션 거더교의 특

성, 자기부상열차 하중 및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거더 형고, 거더 연장, 거더단부 강연선의 비부착 길이,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방식 등을 설계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설계변수에 대한 검토 필요성, 설계변수로서의 중요성, 검토모델

및 분석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2.2.2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PSC 거더 처짐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며 강연선의 긴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강도가 요

구되므로 주요한 설계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PSC 거더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압축강도와 향후 적용성, 시공성 및 경제

성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35, 40, 45, 50, 55, 60MPa를 설계변수로 선택하였다.

2.2.3 거더 형고

모든 빔이나 거더 설계의 주요 인자인 형고는 설계 적정성의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동시에 최적설계 및 경제성 확보를 위

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자기부상철도용 거더는 궤간거리가 정해져 있고 거더 폭의 변동성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단

면최적화 과정에서 거더 형고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설계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연장에서 거더 형고에

따른 응답변화를 검토하고, 처짐한계 내에서 최적 형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더 형고 1.5, 1.6, 1.7, 1.8, 1.9m를 설계변수로 선

택하였다.

2.2.4 거더 연장

거더 연장은 거더 형고와 더불어서 교량 설계의 주요 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며, 거더 형식별로 적정 지간장에 따른 설계가 수

행되고 있다. 만일 적정 지간장을 벗어나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비경제적인 설계로 인한 비용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적정 지간장 및 최적 지간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부상열차 프리텐션 거더교의 적정 지간장을

검토하고 최적지간장에 따른 거더 형고 선정 등과 같이 다른 설계인자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최적설계를 위해서 거더 연장 20,

25, 30, 35, 40m인 설계변수를 선정하였다.

Fig. 3. Analysis model detail. Fig. 4. Step for design parame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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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지점부 비부착 강연선 길이

프리텐션 거더 제작방식의 특성상 상향력을 도입하기 위한 긴장재가 거더 하연에 배치되게 되고, 디텐셔닝에 의한 긴장력 도

입시에는 Fig. 5와 같이 지점부 상연에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장응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상연에 인장

응력을 제어하기 위한 강연선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과 하연에 비부착 강연선을 도입하고 상연에 철근보강을 하는 방안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열차용 거더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Fig. 6과 같이 하연에 비부착 강연선을 배치하고 상연

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한 설계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비부착 강연선은 전체 긴장재에 대한 비율과 비부착구간의 길이

에 대한 규정 내에서 배치되어야 하므로 효율성 및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부착 강연선의 길이에 따른

지점부 상연응력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비부착구간 길이가 각각 0.5, 1.0, 2.0, 3.0, 4.0m인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6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방식

비부착 강연선은 전체 긴장재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이 25%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 내에서 배치되어야 하고

그 효율성과 기준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부착 강연선의 길이와 연계하여 강연선 배치위치 및 개소수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적배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강연선 배치방식에 따른 모델을 구성하

였다.

3. 설계변수별 응답 분석

3.1 주요 설계변수별 응답

3.1.1 콘크리트 압축강도

형고 1.6m, 연장이 25m인 모델에 대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35MPa~60MPa의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는 Fig. 7과 같다. 그림

과 같이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처짐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수록 처짐 제어가 용

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5MPa인 모델과 60MPa인 모델의 처짐값은 각각 10.93mm와 9.44mm이고, 그 차이는 1.49mm로 나

타난다. 즉 25m 경간의 L/2000 설계처짐값인 12.5mm의 약 12% 수준의 변화폭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거

더 처짐량 보다는 지점부 상연인장력을 제어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Tension stress of concrete in end region.

Fig. 6. Overview of unbonded tendon.

Table 1. Unbonded tendon model.

Unbonded

tendon length(m)
Unbonded tendon profile

0.5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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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거더 형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50MPa, 연장이 25m인 모델에 대해서 거더 형고 1.6~1.9m의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를 Fig. 8에 정리하였

다. 분석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거더 형고가 증가할수록 단면강성도 증가해서 처짐의 제어가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형고가 1.5m인 모델과 1.9m인 모델의 처짐량은 각각 11.92mm와 6.25mm이고, 그 차이는 대략 5.67mm 정도이다.

이 값은 25m 경간의 L/2000 설계처짐값인 12.5mm의 45% 수준이며 형고 변화에 따른 처짐량의 변화율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에 따른 처짐량 변화율보다 더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거더 형고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짐에

Table 2. Tendon layout model classification

Model 

type

Tendons 

in row

Unbonded 

tendons

Tendon layout (● bonded, ○ unbounded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Model-A
1,2Row-10EA, 

3Row-12EA

2,3Row-

unbonded

●●●●●● ●●●●●● 

●●●●● ●●●●●

●●●●● ●●●●●

○○○○○○ ○○○○○○ 

○○○○○ ○○○○○ 

●●●●● ●●●●● 

○○○○○○ ○○○○○○ 

○○○○○ ○○○○○ 

●●●●● ●●●●● 

○○○○○○ ○○○○○○ 

○○○○○ ○○○○○ 

●●●●● ●●●●● 

All of Row 

Bonded

3Row : 0.95m 

2Row : 0.45m

1Row : Bonded

3Row : 2.00m 

2Row: 0.95m

1row : Bonded

3Row : 2.63m 

2Row : 1.50m

1Row : Bonded

Model-B
1,2Row-10EA 

3Row-12EA

2Row-2EA,

3Row-2EA

●●●○●○ ○●○●●● 

●●○●○ ○●○●●

●●●●● ●●●●● 

●●●○●○ ○●○●●●

●●○●○ ○●○●● 

●●●●● ●●●●●

●●●○●○ ○●○●●●

●●○●○ ○●○●●

●●●●● ●●●●●

●●●○●○ ○●○●●●

●●○●○ ○●○●●

●●●●● ●●●●●

3Row : 0.95m 

2Row : 0.45m

1Row : Bonded

3Row : 2.00m 

2Row: 0.95m

1Row : Bonded

3Row : 3.00m 

2Row : 1.50m

1Row : Bonded

3Row : 4.00m 

2Row : 2.00m

1Row : Bonded

Model-C
1,2Row-10EA 

3Row-12EA

2Row-3EA,

3Row-1EA

●●●●●○ ○●●●●●

○●○●○ ○●○●○

●●●●● ●●●●●

●●●●●○ ○●●●●●

○●○●○ ○●○●○

●●●●● ●●●●●

●●●●●○ ○●●●●●

○●○●○ ○●○●○

●●●●● ●●●●●

●●●●●○ ○●●●●●

○●○●○ ○●○●○

●●●●● ●●●●●

3Row : 0.95m 

2Row : 0.45m

1Row : Bonded

3Row : 2.00m 

2Row: 0.95m

1Row : Bonded

3Row : 3.00m 

2Row : 1.50m

1Row : Bonded

3Row : 4.00m 

2Row : 2.00m

1Row : Bonded

Model-D
1Row-12EA 

2,3Row-10EA

2Row-2EA,

3Row-2EA

●●●●● ●●●●●

●●●●● ●●●●●

●●●●●● ●●●●●●

●●○●○ ○●○●●

●●○●○ ○●○●●

●●●●●● ●●●●●●

●●○●○ ○●○●●

●●○●○ ○●○●●

●●●●●● ●●●●●●

●●○●○ ○●○●●

●●○●○ ○●○●●

●●●●●● ●●●●●●

All of Row 

Bonded

3Row : 0.95m 

2Row : 0.45m

1Row : Bonded

3Row : 2.00m 

2Row: 0.95m

1Row : Bonded

3Row : 3.00m 

2Row : 1.50m

1Row : Bonded

Fig. 7.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ig. 8.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height of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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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이며 전체 물량뿐만 아니라 계획고, 토공량 등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

계 시 처짐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적 형고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1.3 거더 연장

거더 연장에 따른 해석결과를 Fig. 9에 정리하였으며 분석결과로부터 거더 형고별 모델의 거더 연장이 증가할수록 처짐량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거더 연장은 거더 형고와 마찬가지로 처짐과

관련된 중요한 설계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부상철도용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처짐량은 거더 연장과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연장 35, 40m인 경우에 대한 L/2000의 설계처짐량 17.5mm, 20mm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면

형고를 1.9m 이상으로 충분히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장변화에 따라 진동특성도 달라지므로 자기부상철도 가이

드웨이의 특성상 고유진동수 및 부상공극, 수직가속도 등의 동적 응답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경간에 대해서는 처짐설계량을 만족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동적응답 검토를 위해서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기법[6]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1.4 강연선 비부착 길이

Fig. 10에서는 비부착 강연선의 길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단부에서 비부착 강연선의 길이가 2m 이내인 경우 중

앙부 처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부에 배치되는 비부착 강연선이 단부 콘크리트의 상연응력을 최

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비부착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설계변수로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판단된다.

3.1.5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방식

비부착 강연선 길이와 연계하여 강연선 개소수 및 배치위치에 따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해석 모델별 검

토결과를 Fig. 11에 정리하였다. Model-A는 강연선이 1, 2행은 10EA, 3행은 12EA가 배치되고 그 중 비부착 강연선이 2, 3행

일 경우의 모델이다. Model-A는 비부착 강연선의 비율이 25%를 초과한 모델이기 때문에 설계반영목적이 아니라 다른 Model

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모델이다 Fig. 11(a)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부 상연인장이 허용치인 1.758MPa이하의 경우는 Case 3, 4인

경우이다. Model-B는 강연선 1, 2행은 10EA, 3행은 12EA가 배치되고 그 중 비부착 강연선이 2행이 2EA, 3행이 2EA인 경우

의 모델로 배치비율 기준을 만족하나, Fig. 11(b)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부 상연인장이 허용치를 상회하고 있다. Model-C는 강

연선이 1, 2행은 10EA, 3행은 12EA가 배치되고 그 중 비부착 강연선이 2행이 3EA, 3행이 1EA인 경우의 모델로 배치비율 기

준을 만족하나, Model-B와 마찬가지로 Fig. 11(c)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부 상연인장이 허용치를 상회하고 있다. Model-D는 강

연선이 1행은 12EA, 2, 3행은 10EA가 배치되고 그 중 비부착 강연선이 2행이 2EA, 3행이 2EA인 경우에는 배치비율 기준을

만족하나, Model-B, C와 마찬가지로 Fig. 11(d)에서 나타난 것처럼 단부 상연인장이 허용치를 상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단부의 상연응력이 허용치 이내가 되기 위해서는 Model-A의 Case 3, 4와 같이 기준치 이상의 비

부착 강연선이 충분한 비부착길이를 확보해야만 하므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비부착 강연선 배치를 선택하고, 상연응력의 초과

분에 대한 별도의 보강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Model 및 Case 중 단부 상연응력과 중앙부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Model-D Case 3의 비부착 강연선 길이 2.0m, 0.95m 모델이 가장 최적의 설계안으로 선정하였다. 초

과된 상연응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연에 긴장재를 배치하여 압축력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Fig. 9.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length of girder. Fig. 10.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unbounded tendo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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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연응력 초과분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연에 철근 보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철

근 추가 배치에 따른 시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5 주요설계변수 응답 분석 결과

주요설계변수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거더 형고, 거더 연장, 강연선 비부착길이 및 강연선 개소수 등에 대한 응답 분석을 수행

하고, 각각 중앙부 처짐 및 단부 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더 중앙부에서의 처짐은 단순보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거더 형고 및 거더 연장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강연선 비부착길이가 처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강연선 개소수 및 비부착 강연선 배치방식은 중앙부 처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설계기준에서 제안하는 비부착 강연선 배치비율 25%를 만족하는 강연선 배치를 적용하게 되면 상연에

발생하는 인장력 제어를 위한 별도의 철근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이어지는 3.2절에서는 비부착 강연선 비율에 따른 단부 응력 변화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변

수별 응답변화를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3.3절에서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비부착 강연선 배치비율에 따른 응답 검토

3.2.1 검토방향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리텐션 거더의 강연선은 공법 특성상 단부에서 발생하는 부모멘트의 영향으로 단부 상연응력의 제

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공성 및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준에서 제

한하고 있는 비부착강연선의 배치비율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은 비

부착 강연선 배치비율이 0~62.5%로 변화하는 11가지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거더 형

고 1.6m, 거더 연장 25m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50MPa을 적용하였다.

Fig. 11.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unbounded tendon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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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해석결과 분석

검토모델의 분석결과 Fig. 12(a)와 같이 단부 상연인장응력의 경우는 비부착강연선 배치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부착강연선 비율 37.5%인 Case 7까지는 인장응력 저감효과가 비례적으로 발생하다가 이후로는 감소추

세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부착강연선 비율의 25%인 Case 4 경우에 비해서 Case 6,7과 같이 30% 이상의 비부

착강연선 비율을 갖는 경우가 인장응력제어가 쉽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기존연구사례[7]에서와 같이 비부착강연선 비율이 Case 9,10,11과 같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비부착구간에서 사인장 균

열이 발생하거나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b)는 비부착강연선

구간의 전단응력에 대한 검토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단응력에 대해서는 비부착강연선 배치비율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검토 결과

현재 설계기준에서는 비부착강연선의 배치비율을 전체 강연선에서 25%, 그리고 한 열에서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

나 자기부상철도용 거더와 같이 응력이 아닌 처짐이 지배적인 구조물에서 처짐기준을 만족하는 최적의 형고를 도출하더라도 비

부착강연선 배치제한으로 인하여 상연응력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연에 긴장재를 배치하거나 철근보강

등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설계기준에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연성파괴를 유도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만 자기부상철도의 경우 일반철도교량과 달리 거더 자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활하중이 크지 않으며 자기부상열차 특성상 분포

하중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Russell 등[8]이 제안한 바와 같이 비부착강연선 배치비율의 상한선을 25% 이상으로 상

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 Unbonded tendon ratio model

Classification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Unbonded tendon ratio(%) 0 6.3 12.5 18.8 25.0 31.3

Tendon layout

(● bonded, ○ unbound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lassification Case 7 Case 8 Case 9 Case 10 Case 11

Unbonded tendon ratio(%) 37.5 43.8 50.0 56.3 62.5

Tendon layout

(● bonded, ○ unbound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g. 12.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unbounded tend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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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감도 분석 및 가중값 평가

3.3.1 민감도 분석

자기부상철도용 거더의 경제성 및 효율성 높은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설계변수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

계변수별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설계변수에 대한 입력값과 응답값을 무차원화하여 상대적인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

민감도 방법을 활용하였다. n개의 설계입력변수 Fi에 대한 설계응답 Fo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민감도 S는 설계입력 Fi에 대한 설계응답 Fo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민감도 S는 Fi 및 Fo 값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민감도 비교를 위해서 식 (2)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Fo과 Fi로 정규화하면

Fi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Fo의 상대적 변화가 추정 가능하다. 이 값은 상대 민감도 Sr을 나타내고 식 (3)와 같이 표현된다.

(3)

3.3.2 민감도 분석 및 가중값 평가 결과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Fig. 13과 같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거더 형고, 거더 연장 및 강연선 비부착길이에 따른 처짐값을 무차

원값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하였다. x축 값은 먼저 각 설계변수별 입력값을 최대값으로 나누어서 무차원화하고, 변화율의 비교를

위해서 음의 변화율을 가지는 응답의 경우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양의 변화율 값을 가지도록 변환하였다. 그리고 y축 값은 최

대 응답값으로 정규화하여 무차원 값을 산출하였다. 정규화된 결과값으로부터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여 Table 4와 같이 회귀분

석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식의 변화율로부터 상대 민감도를 구하고, 이 값을 상대 민감도 최대값으로 정규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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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ormalized displacement according to normalized design variables.

Table 4.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Design parameter Regression equation
Relative 

sensitivity

Weight

valu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y = 0.3269x + 0.6670 0.3269 0.146

Girder height y = 2.2438x + 1.2771 2.2438 1.000

Girder length y = 2.1658x - 1.2148 2.1658 0.965

Unbonded tendon length y = 0.2710x + 0.6989 0.27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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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계변수별 가중값을 산출하였다.

Table 4의 분석결과로부터 거더 형고 및 거더 연장에 대한 상대민감도는 각각 2.2438과 2.1658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강

연선 비부착길이에 대한 상대민감도 0.3269 및 0.2710 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더 처짐값이

거더 형고 및 거더 연장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변수별로 가중값을 살펴보면 거더

형고에 비해서 거더 연장은 96.5%,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6%, 강연선 비부착구간은 12.1%의 가중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기부상철도의 처짐 설계 기준값은 거더 연장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특히 정해진 지간장에서의 최적 설계를 위

해서는 다양한 설계변수 중에서 거더 형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프리텐션 거더의 설계변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프리텐션 거더 설계 시에는 중앙부의 처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설계변수로 콘크리트 강

도, 거더 형고, 거더 연장, 그리고 강연선 비부착길이를 선정하였다. 또한 프리텐션 거더 특성상 단부에서의 상연응력을 고려해

야 하므로 강연선 개소수와 배치방식 및 비부착 강연선 배치비율을 설계변수로 선정하였다.

(2) 주요 설계변수별 해석결과로부터 거더 처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

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록, 거더 형고가 증가할수록, 거더 연장이 감소할수록 거더의 처짐량이 감소하였고, 프리텐션 강연

선 비부착 길이가 감소할수록 거더의 처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거더 형고 및 거더 연장은 콘크리

트 압축강도 및 강연선 비부착 길이에 비해서 처짐에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라고 판단된다.

(3) 프리텐션 거더의 단부 상연응력과 관련하여 강연선 비부착 길이 및 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설계기준인 25%

비부착 강연선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5%의 비부착 강연선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연인장응력 제어를 위

한 추가적인 상연 강연선 배치 또는 철근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중 및 활하중이 작은 자기부상철도용 거더의 특

성을 고려하여 설계효율성 및 시공성 향상 측면에서 25% 이상의 강연선 비부착 비율의 적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 설계변수의 처짐 응답에 대한 상대 민감도 분석 및 가중값 산정을 통해서 각각의 설계변수가 처짐량에 미치는 영향

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상대 민감도 분석 결과로부터 거더 형고가 처짐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거더 형고에 비해서 거더 연장은 96.5%,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6%, 강연선 비부착구간 길이는 12.1%의 설계 가

중값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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