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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텐션 시스템이 용된 축소 실험체의

구조  성능에 한 연구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Large-Span Girder

with Under-T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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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기존의 빔과 거더로 이루어진 장스팬 구조물의 경우 기둥 사이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부재의 크기와 수직 처짐이 증가하게 된다. 

효과 인 장스팬 구조물의 실 을 하여 구조물 하부에 스트럿과 이블로 구성된 언더텐션시스템을 용하 다. 이는 거더의 휨모멘트를 효과

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부재의 크기를 이고 경제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속시공을 한 폐단면 신형상의 모듈화 PF500단면을 

사용하여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언더텐션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하여 가로 10m, 세로 2.4m의 실험체 두개를 상으로 가력실험을 실시하

고 언더텐션 시스템 유무와 이블 장력변화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 다. 실험으로부터 이블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의 거동이 작아졌으

며 언더텐션 시스템이 하 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F500단면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ABSTRACT：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a large-span girder bridge 

with an under-tension system. Typical long-span structures with beam and girder members have greater structural member 

depths and sizes to carry the moment and deflection. An under-tension system can be an effective structural system, as it 

allows the cables to resist some portions of the vertical loadings and deflections. To evaluate the serviceability and ultimate 

strength of the under-tension system, two 10mx2.4m experimental under-tension systems were built and tested. One was 

developed with an H-beam section, and the other was made with a PF500 section that had the advantages of fast 

construction and lower construction cost. In the test, the maximum deflections at the mid-point of both beams were 

effectively reduced using under-tension systems. Also, the increased tension forces in the cable reduced the deflections. The 

PF500 members, which had a new shape and were developed using the module systems, performed better than the typical 

H-beam sections in terms of the deflections and ultimate strength.

핵 심 용 어：장스팬 구조물, 언더텐션, 강재 이블, 처짐, PF500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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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산업화의 향으로 도시로의 인구와 자본이 집 되고 

있다. 도시의 경우 도시 집 의 문제 에 따라 지가상승과 

용지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게 차 가용할 수 있는 용지의 부족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환경에 한 요구가 높아

짐에 따라 도시 안에 녹지  휴게공간의 필요성은  높

아지고 있다. 공 할 수 있는 지의 부족과 함께 토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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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상승은 도심 내에 녹지  휴게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도시 내에 녹지  휴게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도 지역마다 개별사업에 의존하여 숫자 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여 주변과의 연계성에는 단 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5)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 내에 녹지  

휴게공간을 효과 으로 확보하기 해 일반도로의 교차로 

는 편도에 장스팬 구조물을 설계, 시공하고 그 상부에 녹지 

 휴게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조시스

템에는상부에 토사와 식재, 조경시설이 수반됨에 따라 구조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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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원8호교, 성남 교지구

물이 지탱하는 하 이 체 구조물의 설계에 큰 향을 미치

게 된다. 한 도심지내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기를 단축

할 수 있는 부재의 모듈화에 해서도 연구 목표로 두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 을 지탱할 수 있고 한 도시

의 미  성향에 맞추어 구조물의 주된 부재의 두께를 효과

으로 감소하며 진동 등의  사용성에도 효과가 높은 언더텐

션 구조시스템을 채택, 연구하 다.

언더텐션 구조시스템은 압축력을 받는 스터드와 인장력을 

받는 하 재를 이블을 이용하여 장스팬 구조물의 간부분

에 휨 모멘트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인 구조물을 

실화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림 1에는 성남 교에 설치된 언

더텐션 시스템의 실제 시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언더텐션 구조시스템의 개요와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일반 단순보에서 등분포하  용시 최  휨 모멘트가 간

에 걸리는 에 해서 언더텐션 시스템은 이블의 인장력

을 통해 스트럿에 압축력이 작용하며 이는 결과 으로 앙

부의 최  휨 모멘트를 효과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다 

세장한 휨 부재의 도입을 가져오며 한 그림 2의 (b)와 같

이 일반 단순보에서 작용하는 아래 방향의 처짐을 언더텐션 

구조시스템의 상부로의 처짐(캠버)을 통해 보의 앙부에 발

생하는 최  처짐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이블에 인장력을 주어 원하는 캠버상태

에서 합리 인 언더텐션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블 인장력

에 한 구조물의 거동을 이론   해석 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블부재의 특성상 작은 단면으로 큰 인장력을 부

담할 수 있지만 항복과 단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계

나 시공의 오류를 통해 단의 상태에 까지 도달하는 경우 

취성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험한 상황을 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경간 언더텐션시스템 구조물의 축소 

실험체를 제작하여 이블의 효과와 이에 따른 언더텐션 구

조물의 사용성과 극한 하 을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검증하

고자 하 다.

(a) 휨 모멘트의 변화         (b) 보의 앙부에서                 

                                        처짐의 변화

그림 2. 언더텐션 시스템의 개요와 원리

 

한 도심지 공사에서 필요한 속시공을 해 폐단면 형태

의 신형상과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여 강도  강성을 개선한 

PF500단면을 선정하여 기존 H형강보 실험체와 동일한 조건

으로 제작하여 그에 따른 구조  성능을 비교하 다. H형강

보와 언더텐션 구조는 그 성능이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폐단면과 언더텐션 구조는 복합 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설계상 악하지 못한 문제 이나 구조성능이 부합하는지 실

험으로 악하고자 하 다. PF500단면은 신 형상에 의한 경

량화와 구조성능 개선을 통한 경제성 확보, 장 용 이 필요

없는 구조 등의 장 이 있어 도심지공사에 용할 수 있는 

큰 장 이 있다. 

2. 축소 실험체 계획  설치

2.1 H형강보 단면과 PF500 단면

본 연구에서는 일경간 언더텐션 시스템의 축소 실험에서 H

형강보 단면과 PF500 단면을 이용하여 2개의 실험체를 제

작, 실험하 다. PF500 실험체 제작은 공장제작과 새로운 

형태의 형상 용을 통해 도심지내에서 공사기간을 효율 으

로 단축하기 함이다. 실험체 제작에 쓰이는 두가지 부재에

해서 시편을 제작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표1은 각 실험체

에 한 시편테스트 결과이고 그림3은 이블의 시편테스트, 

그림 4는 사용된 강재의 시편테스트를 나타낸 그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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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블 부재의 시편테스트 결과

그림 4. 주거더 부재의 시편테스트 결과

  

 H형강보 실험체의 시편인 SS400부재는 항복응력 

304MPa에 극한응력 427MPa를 나타내었고 PF500 실험

체의 시편인 SPA-H 부재는 항복응력과 극한응력이 각각 

320MPa과 420MPa으로 측정되었다. PF500 단면제작에 

사용된 강재는 고내후성 압연강으로 SPA-H 열연강이 사용

되었고 항복강도가 두께 6mm 이하에 345MPa 이상으로 고

성능 폐단면 부재의 개발을 목 으로 연구 개발된 강재이다. 

표2에는 두 실험체의 량과 단면계수를 나타내었다. 두 부

재의 단면계수는 PF500단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더의 

량은 각각 568kgf과 541,7kgf으로 H형강보 실험체의 

량이 조  큰 값을 가진다. 이블 부재의 시편테스트 결과 

항복강도는 8tonf으로 실험에서 쓰인 이블은 총 세개의 

이블 부재가 합쳐져 있는 것으로 약 24tonf의 항복강도를 가

지게 되고 이는 상했던 수치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복발생 이후 소성변화로 인해 변 가 발생하면서 

12tonf에서 단하 다.

표 1. 주거더 실험체의 시편테스트 결과

시편 두께 비 항복강도 극한강도 항복응력 극한응력

단 mm kN N/mm(MPa)

SS400 11.8 42 151 212 304 427

SPA-H

(PF500)
7.5 40 96 126 320 420

Cable 15 - 86 122 480 690

표 2. 실험체 단면계수와 량의 비교

실험체 단면계수() 단면계수() 주거더 량

단 cm kgf

H형강보 771 160 568

PF500 986 180 541.7

2.2 언더텐션 실험체의 제작

도로교 설계기 (2005)에 하여 두 개의 실험체는 지간 

100m x 24m 의 모델에 근거하여 1/10의 스 일로 축소하

여 제작하 다. 두 실험체는 H형강과 PF500 부재를 주거더

로 제작하 고 주거더 이외에 이블과 스터럿은 동일한 조

건으로 계획하 다.

그림 5. 스터럿과 이블 정착구 상세

그림 5에 나타낸 주거더 간부 에 설치된 스터럿은 길이

조 을 통하여 이블에 인장력을 조 할 수 있게 나사 형식

으로 제작을 하 고 단면은 이블에 인장력이 가해질 때의 

압축력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면크기를 정하 다. 스터럿의 

길이에 따른 이블의 각도변화에 이블 최 하 이 걸리는 

지 에서의 각도와 정착구의 각도를 일치시켰으며 이는 이

블에 인장력이 가해질때 이블과 정착구의 마찰을 이기 

한 목 이었다. 이블과 스터럿의 합부 는 마찰이 일어

나지 않게 라스틱 재질의 PVC로 마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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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체 입면도  스트 인 게이지 치
(a) H형강보 단면상세

(b) 실험체 평면도  스트 인 게이지 치 (b) PF500 단면상세

그림 6. 10m x 2.4m의 일경간 실험체 도면  각 실험체의 주거더 단면상세

그림 6(a)에는 H형강보 실험체(이하 실험체A)의 단면상세 

입면을 나타내었고 (b)에서는 PF500 실험체(이하 실험체B)

의 단면상세 입면을 나타내었다. 두 부재의 높이차이는 모멘

트 항 능력에 각기 다른 향을 미칠것이라 상되지만 구

조물 체에 미치는 향은 이블 장력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더와 수직방향 보조거더는 용 으

로 강 하 고 수직보강재는 주거더의 연결 부 에 설치하여 

국부좌굴  단좌굴에 한 강성을 가지도록 하 다. 

이블 정착구의 경우 이블의 인장력을 지지할 수 있게 주거

더와 용 으로 합하 다. 그림 6의 (b)에서와 같이 두 번

째 실험체는 실험체A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거더와 수직보

강재를 설치하여 동일한 효과를 기 하 으며 이를 통해 H형

강보단면과 PF500단면의 성능비교를 계획하 다.

2.3 실험체 설치  가력계획

실험체는 용량이 2000kN인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s)를 사용하 다. 가력 은 그림 7과 같이 앙부 

집 하 을 두 지 으로 나눠 실험체 각 거더에 두 지 으로 

가력하 다. 이는 실제 구조물에 재하되는 등분포 하 을 실

제와 가깝게 묘사하기 함이다. 각 지지 은 실험체의 효과

인 거동을 해 강  에 지지시켜 롤러지지 을 구 하

다. 각 이블 기 인장력 값에 따른 가력값은 실험  

MIDAS GEN Ver.6.3.2를 이용하여 실험체를 모델링하

고 가력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측하여 도로교 2005기

그림 7. 실험체 설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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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로드셀 설치 경
 

에서 설계하  3.5kN/m


을 바탕으로 이블 단하 인 

26tonf에 안 율을 고려하여 최  가력 하 을 12tonf로 결

정하 다. 이는 주거더 탄성범  50%의 하 을 가함으로써 

실험체를 탄성범  이내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실험에 상

호간의 향을 이고 안 한 실험을 유도하기 함이다.

한 언더텐션 시스템이 설치된 실험체의 단계별 모든 가력

실험이 종료된 이후 언더텐션 시스템을 제거한 후 실험체 주

거더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항복 까지 가력을 계획하 다. 실

험체B(PF500)에서도 모두 동일한 조건의 설치  가력을 

계획하 다.

2.4 측정용 게이지 설치

가력하 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측정하기 하여 변 계

(LVDT)와 스트 인게이지를 설치하 고 이블의 장력을 측 

표 3. 실험체 가력계획

step

이블 기 

인장력

(tonf)

가력

(tonf)

H형강보 

주거더 

응력(MPa)

PF500 

주거더

응력(MPa)

1 2

4 62  19

8 131 38

12 201 57

2 3

4 58 10

8 128 38

12 198 57

3 5

4 51 19

8 120 38

12 190 57

4 0

4 71 19

8 143 38

항복 394 395

정하기 해서 이블의 끝단에 로드셀을 설치하 다. 그림 

8에는 로드셀 설치후 유압으로 이블에 리스트 스를 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변 계는 실험체의 처짐을 측정하기 

해 최 처짐이 생기는 거더 심부에 2개소, 심에서 양 

방향 2.5m로 4개소, 총 6개소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체 인 

처짐을 측하고자 하 다. 스트 인게이지는 거더 체의 응

력과 스터럿의 거동을 보기 해 주거더와 스터럿에 24개소 

설치되었다. 표3에서는 선행된 실험체의 산해석을 통하여 

실험체 주거더의 최  응력이 항복하 의 50%를 넘지 않는 

범 에서 실험체에 용할 이블 기 인장력과 가력하 , 

기 산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블 기 인장력은 안

율을 고려하여 항복하  비 8%, 12%, 20%로 각각 2, 

3, 5tonf으로 계획하 고 각각의 경우에 피로시험기에서 4, 

8, 12tonf을 가력하 을때 계산되는 주 거더의 응력을 나타내

었다. H형강보 주거더의 항복응력 394MPa의 50%인 

201MPa을 기 으로 12tonf을 세가지 단계로 구성하 다.

PF500단면에서는 H형강보와 동일한 가력을 계획하여 두 

실험체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블 장력의 변

화를 찰하기 해서 직 으로 하 의 향을 받는 곳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가력하 에 따른 이블의 장력변화를 

찰하고자 계획하 다. 지름 25mm의 반지형 로드셀을 제작

하여 이블 정착구와 지압  사이에 정착시켜 이블의 하

변화를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3.1 H형강보 실험결과(처짐과 장력)

그림 9. 실험체A(H형강보) 기 인장력별 실험체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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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기 

인장력

(tonf)

가력하

(tonf)

로드셀로 

측정된 

이블하

(tonf)

실험체 

가운데 처짐

(mm)

2

4 3.25 10.7

8 4.4 22

12 5.56 33

3

4 4.18 9.56

8 5.45 20.24

12 6.67 31

5

4 5.94 7.35

8 7.23 17.82

12 8.5 28.29

0

4 0 15.16

8 0 29.5

27.21 0 348

표 4. H형강보 실험값 

(a) 이블 설치후(수직하  30 tonf 재하시) (b) 이블 제거후(수직하  30tonf 재하시)

그림 10. 언더텐션 시스템 유무에 따른 실험체A의 변형모습

H형강보와 언더텐션이 합쳐진 실험체A는 주거더가 항복하

 이상을 받을때 이블이 하 분배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

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나타냈다. 

표 4에서는 실험체A(H형강보)의 실험 결과값을 나타내었

다. 이블 기 인장력값은 각각 2, 3, 5 tonf을 용하

고 가력하 은 미리 계획된 로 4, 8, 12 tonf 단계별로 

가력하 으며 실험 마지막에서 이블을 제거하고 실험체가 

항복할 때까지 가력하 다. 각각 이블 기 인장력값에 따

른 처짐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처짐은 실험체의 처짐이 가

장 큰 주거더 앙부 지 의 변 계값을 사용하 고 기값

은 각각 단계별 실험의 비교를 해 실험 시작시 한번만 셋

하 다. 이블에 기인장력을 용하지 않았을때에 비해 

이블 설치후 실험체A(H형강보)의 그래 의 기울기가 커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블이 구조체의 강성에 향을

주었고 캠버에 의한 처짐 제어효과도 나타나것이라 사료된다. 

한 기 인장력값이 증가함에 따라 처짐이 어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0에는 이블 설치 후 수직하  30tonf일 때와 

이블을 제거한 후 동일한 수직하 에서의 변형 모습을 나타

내었다. 체 실험모습에서 동일한 하 에서 언더텐션 시스템

이 구조체와 같이 거동할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짐이 작은것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실험체A(H형강보) 기 인장력별 이블 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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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기 

인장력(tonf)

가력하

(tonf)

Tension

(tonf)

Displacemen

t(mm)

2

4 2.7 5.7

8 3.4 11.9

12 4 17.8

3

4 3.5 5.6

8 4.2 11.4

12 5 17.3

5

4 5.7 5.8

8 6.4 11.6

12 7.1 17.5

0

4 0 6.9

8 0 13.8

49 0 141

표 5. PF500 실험체의 하 과 변  측정치

그림 12. 언더텐션 유무에 따른 실험체A(H형강보) 항복

그림 11에서는 이블 기 인장력별 하 변화를 나타내었

다. 10톤 지 을 기 으로 비교하여 보면 각 이블 장력은 

일정하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블 탄성범 에서

는 기 인장력 값에 계없이 일정하게 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이블이 제거된 실험체A(H형강보)가 항복했을

때와 기 인장력값이 5tonf일때 언더텐션 시스템이 있는 경

우 가력한 경우를 비교하 다. 이블이 제거된 경우에서는 

약 21tonf에서 실험체가 항복하기 시작하 지만 언더텐션 시

스템이 용되어있는 실험체에서는 실험체의 항복하 을 넘

어서 30tnof의 힘에서도 탄성 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어 

이블이 항복하 보다 30%의 휨모멘트를 더 효과 으로 분산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실험체B(PF500) 실험결과(처짐과 장력)

표 5에서는 실험체B(PF500)의 실험값을 나타내었다. 

이블 기 인장력 값은 각각 2, 3, 5 tonf을 용하 고 가

력하 은 미리 계획된 로 4, 8, 12 tonf 단계별로 가력하

으며 실험 마지막에서 이블을 제거하고 실험체가 항복할 

때까지 가력하여 실험체A(H형강보)와 동일한 변수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체B(PF500)는 폐단면과 언더텐션 시스템

의 복합구조로서 실제로 용된 사례가 없고 개별 인 성능

은 실험체A(H형강보)의 각각의 부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

타낼 것이라 짐작되나 복합구조체로서 설계상의 문제 과 

상했던 구조  성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하여 두 실험

체의 가력하 을 동일하게 계획하 다. 이로써 얻게되는 정보

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컴퓨터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구조체

의 거동을 악하는데 목 이 있다.

각각 이블 기 인장력값에 따른 처짐을 그림 13에 나타

내었다.

실험체A(H형강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 인장력 0, 

2, 3, 5 tonf일때 가력하  12tonf의 경우를 비교한 그림이

며 실험체B(PF500)도 실험체A(H형강보)와 마찬가지로 

이블에 기인장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작용하 을 때

그림 13. PF500 기 인장력별 실험체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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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F500 기 인장력별 이블 하 변화

기울기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체

B(PF500)에서는 이블 기 인장력값의 변화와 상 없이 

이블 기인장력의 유무에 따른 처짐값만 차이를 보 고 

기 인장력값의 변화에 따라서는 처짐값이 비슷한 모습을 

보 다. 

 

그림 15. 언더텐션 유무에 따른 PF500 실험체 항복

그림 14에서는 이블 기 인장력별 하 변화를 나타내었

다. 10톤 지 에서 각 이블 장력은 일정하게늘어났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실험체A(H형강보)와 마찬가지로 이블 탄

성범 에서는 기 인장력 값에 계없이 일정하게 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는 이블이 제거된 실험체B(PF500)의 항복했을

때와 기 인장력값이 5tonf일때 언더텐션 시스템이 있는 경

우를 비교하 다. 실험체B(PF500)는 30tonf에서 기울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력하  40tonf이 지나면서 기

울기가 격히  감소함을 보 다. 반면에 언더텐션 시스템이 

있는 경우 30tonf을 넘어서 45tonf까지도 탄성 인 거동을 

보 으며 실험실의 안 에 한 측면으로 45tonf에서 가력을 

단하 다.

3.3 각 실험체의 언더텐션 시스템에 따른 처짐비교

실험체A(H형강보)와 B(PF500)의 이블 기 인장력과 

처짐을 비교하 다. 언더텐션 시스템이 없는 실험체 A(H형

강보)와 B(PF500)에서 20mm의 처짐이 생길때 실험체

A(H형강보)는 약 5tonf의 가력하 이 작용하 고 실험체B

는 약 2배인 11tonf의 가력하 이 작용하 다. 체 으로 

실험체B(PF500)는 실험체A(H형강보)보다 처짐이 작은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실험체에서 언더텐션 시스템이 있을

때와 없을때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처짐크기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실험체A(H형강보)에서는 이블 기 

인장력 값에 따라서 처짐값이 차이를 보이지만 실험체

B(PF500)는 이블 기 인장력값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그림 16. 시스템별 언더텐션 시스템의 용에 따른 처짐비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표2에서와 같이 두 실험체

의 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체B(PF500)의 단면계

수가 상 으로 크기 때문에 이블 기 인장력에 상

으로 향을 게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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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블 장력에 따른 실험체 거동

이블의 장력에 따라 실험체의 거동을 확인하 다. 이블 

장력은 이블 단하  비 각각 8%, 12%, 20%의 힘으로 

나 어 실험체의 거동을 확인하 다. 이블장력은 실험체 앙

에 스터럿의 길이로 조 을하 고 그림 17에서 각 지 에서의  

그림 17. 12tonf 하 에서 이블 장력에 따른 실험체 거동

그림 18. 기 인장력 하 에 따른 장력변화

 

변형률은 각각의 경우에 가력하 이 12tonf 일때의 거동을 

비교한 것으로 이블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분의 변형

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실험체B(PF500)의 

경우 이블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부분의 변형율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처짐비교에서 확인하 듯이 이

블의 장력변화가 실험체B(PF500)의 거동에 향을 주지 못

했음을 나타낸다.

그림 18에서는 두 개의 실험체에서 나타난 이블 장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실험체A(H형강보)의 기울기가 더 작은 

이유는 하 이 가해졌을때 이블이 부담하는 하 의 크기가 

실험체B(PF500)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가력하  10tonf 

지 에서 이블의 하 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의 경우에 증

가한 하 은 일정한 비율로 탄성 인 거동을 하 음을 보여

다.

3.5 실험체 항복비교

실험체A(H형강보)에서는 주거더의 항복하 인 22tonf 이

상으로 30tonf까지 탄성 인 거동을 보 으며 실험체

B(PF500)에서는 주거더의 항복하 인 30tonf 이상으로 

45tonf까지 탄성 인 거동을 보 다. 이는 언더텐션 시스템

의 효과 인 모멘트 분산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19는 두 실험체의 항복지 을 비교하 다. 실험체

B(PF500)가 실험체A(H형강보)보다 약 50% 이상의 더 큰 

그림 19. 언더텐션 시스템 유무에 따른 실험체 항복

 

항복하 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실험체

B(PF500)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이는 도심지내에서 

공사를 수행시 속 시공측면에서도 큰 장 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좀 더 경량화된 부재로 H형강보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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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언더텐션 시스템이 용된 두 개의 장스팬 

구조물 실험체를 제작하 다. 첫 번째 실험체는 H형강보를 

주거더로 제작된 실험체이고 두 번째 실험체는 폐단면 형태

의 PF500 단면이 주거더로 제작된 실험체이다. 본 실험으로

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체A(H형강보)의 경우 언더텐션 시스템이 용된 

실험체는 23tonf에서 항복하 던 일반실험체에 비해 

30tonf에도 탄성 인 거동을 보여 언더텐션시스템의 

요에 따라 30%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실험

체B(PF500)의 경우 30tonf에서 항복하 던 일반실험

체에 비해 45tonf의 하 에서도 탄성 인 거동을 보여 

50%정도의 하  지지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2) 언더텐션 시스템에서 이블 장력에 한 변화를 단

하  비 각각 8%, 12%, 20%의 힘으로 나 어 시

험체의 거동을 확인한 결과 각각의 실험에서 휨모멘트

가 어드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험체A(H형강보)의 

경우 기 인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더의 변형이 

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체B(PF500)의 경

우 기 인장력의 증가와는 계없이 주거더의 변형이 

일정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안 을 한 탄성  실험

과 PF500단면의 거동이 단면계수의 큰 값으로 인해 

기 인장력 값에 가력하 이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실험체B(PF500)와 실험체A(H형강보)를 비교해본 결

과 동일한 실험체B(PF500)의 처짐값이 2배이상 작으

며 처짐그래 의 기울기가 크게 측정되어 변형에 해 

항하는 강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한 항복 의 

측정값이 50%정도 높게 나타나 실험체B(PF500)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체

B(PF500)와 언더텐션시스템의 조합은 장스팬 구조물

의 최  휨모멘트를 감소시켜 각 지 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실험체A(H형강보)와 언더텐션시스

템의 조합에 비해 부재크기의 효율 인 축소와 함께 

경제 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장스팬 구조물에 효과 인 구조시스템으로 단된다. 

이번 실험결과값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컴퓨터 해

석모델을 개발하여 비탄성, 비선형 거동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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