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브릿지테크놀러지(주) 대표이사 (Bridge Technology ․ bridgetech@hanmail.net)

 ** (주)바이텍코리아 기술연구소 부장 (ENB Group ․ 77sztk@hanmail.net)

 *** 정회원 ․ 브릿지테크놀러지(주) 기술연구소장 (Bridge Technology ․ gheom@hanmail.net)

**** 정회원 ․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nsei University ․ jjhkim@yonsei.ac.kr)

Received November 27, 2013/ revised January 20, 2014/ accepted November 2, 2014

Copyright ⓒ 2014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ISSN  1015-6348 (Print)

Vol. 34, No. 6: 1731-1741/ December, 2014 ISSN  2287-934X (Online)

DOI: http://dx.doi.org/10.12652/Ksce.2014.34.6.1731 www.kscejournal.or.kr

프리캐스트 PSC 곡선 거더교의 구조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김성재*ㆍ김성배**ㆍ엄기하***ㆍ김장호****

Kim, Sung Jae*, Kim, Sung Bae**, Uhm, Ki Ha***, Kim, Jang Ho Jay****

Experimental Study on Structural Behavior of Precast PSC Curved 

Girder Bridge

ABSTRACT

Recently, many overpasses, highway, and advanced transit systems have been constructed to distribute the traffic congestion, thus 

small size of curved bridges with small curvature such as ramp structures have been increasing. Many of early curved bridges had been 

constructed by using straight beams with curved slabs, but curved steel beams have replaced them due to the cost, aesthetic and the 

advantage in building the section form and manipulating the curvature of beams, thereby large portion of curved bridges were applied 

with steel box girders. However, steel box girder bridges needs comparatively high initial costs and continuous maintenance such as 

repainting, which is the one of the reason for increasing the cost. Moreover, I-type steel plate girder which is being studied by many 

researchers recently, seem to have problems in stability due to the low torsional stiffness, resulting from the section characteristics with 

thin plate used for web and open section forms. Therefore, in recent studies, researchers have proposed curved precast PSC girders with 

low cost and could secured safety which could replace the curved steel girder type bridges. Hence, this study developed a Smart Mold 

system to manufacture efficient curved precast PSC girders. And by using this mold system a 40 m 2-girder bridge was constructed for 

a static flexural test, to evaluate the safety and performance under ultimate load. At the manufacturing stage, each single girder showed 

problems in the stability due to the torsional moment, but after the girders were connected by cross beams and decks, the bridge 

successfully distributed the stress, thereby the stability was confirmed. The static loading test results show that the initial crack was 

observed at 1,400 kN when the design load was 450 kN, and the load at the allowable deflection by code was 1,800 kN, which shows 

that the safety and usability of the curved precast PSC bridge manufactured by Smart Mold system is secured.

Key words : Curved bridge, Precast PSC girder, Smart Mold system

초 록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고가도로와 고속도로, 경전철 등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접속부 등과 같은 곡

률반경이 작은 곡선교 구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직선형의 주형을 연결하여 곡선을 이루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공사비의 증가와 

미관성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아 강재를 사용한 곡선주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강재의 특성상 기하학적인 형상을 구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손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선교에서는 강재를 이용한 강박스 거더교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박스 거더교는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도장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I형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곡선 I형상의 특성상 개단면이고 얇은 플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이 매우 작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

한 곡선강교의 대안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

더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몰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2주형 40m 실물교량의 정적 휨 파괴 실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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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제작단계에서 단일 거더는 곡률반경에 의해 거더의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있으나 가로보로 연결된 멀티거더는 하중분배가  적

절히 이루어지며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구조 실험결과에서는 균열하중(1,400 kN)이 설계하중(450 kN)의 약 3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허용처짐량에 해당하는 하중은 설계하중의 4배인 1,800 kN에서 발생하여 사용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 곡선교,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 스마트 몰드 시스템

1. 서 론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고가도로 및 고속

도로의 건설은 필수적이다. 특히, 고가도로 노선 내에서는 교통흐름

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량 자체의 평면형상을 도로선형과 일치시켜

야 하므로 곡선교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곡선교량은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곡선교의 주형을 직선보로 사용하고 바닥판만을 

곡선으로 제작하여 직선형의 주형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곡선형을 

이루는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직선보를 사용한 곡선교량

은 설계에 필요한 구조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곡선주형

의 사용에 비해 곡률의 존재로 인한 바닥판 캔틸레버 부분의 길이 

제한이 불가피하고, 지간이 짧은 단순보의 조합형태가 되어 상당히 

많은 하부구조의 건설이 요구되어 전체적인 공사비의 증가를 초래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Schmitt, 1966; Nakai and Yoo, 

1988; Suros and Chu, 1991). 이로 인하여 곡선 주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해석상의 어려움과 설계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휨 모멘트,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 저항력이 우수한 

폐단면 강상자형 주형교량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서야 I형 단면 

곡선주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in and Yoda, 2010; 

Zhang et al., 2005; Zureick and Naqib, 1999; McElwain and 

Laman, 2000; Linzell et al, 2004). 

현재 곡선 교량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I형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I형 

곡선 거더는 시공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곡선 

I형 거더의 거동은 시공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곡선 I 형상의 

거더는 개단면(開斷面; open section)이고 얇은 플레이트를 사용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틀림 강성이 매우 작아 자중에 의해 횡방향 

회전과 대변형(large deflection)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Dong 

and Sause, 2010). 따라서 I 형 거더는 가설시 브레이싱 또는 

임시버팀재가 요구된다. 강 박스 거더의 경우에는 폐단면으로 충분

한 비틀림 저항성을 갖는다(Lin and Yoda, 2010). 그러나 이러한 

강박스를 사용한 곡선주형은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도장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이 확보

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곡선주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곡선강교

의 대안으로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가 제시되고 있다(Amorn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휨 모멘트,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 저항력이 우수한 콘크리트 중공박스 형식의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와 이를 제작하기 위한 몰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된 콘크리트 곡선교는 도로교에서의 적용성을 확인

하기 위해 정적 구조실험을 통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스마트 몰드 시스템

최근 교통수요의 증대와 물류 공급망이 활발해지면서 도로 및 

철도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도로선형의 

직선화와 장대교량 구간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로선형 계획에 

있어 곡선구간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구도시철

도 및 광주도시철도를 비롯하여 용인, 부산~김해, 광명, 의정부 

등지에서 신교통시스템인 경전철 사업이 증가하면서 도심지 내에

서 고가교량을 이용한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철 시설물은 제한된 도심지 내에 시공된다는 단점과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급경사, 급곡선 등과 같이 곡률반

경이 작은 곡선교 구간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도로교

에 대한 유지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보수․보강 및 일부 도로구간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 곡선구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효율적인 곡선교 제작을 통한 교체가 

필요하다.

실제, 도로 선형계획에서 부득이하게 교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곡선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곡선교는 Fig. 1과 같이 (a) 곡선형 

바닥판과 직선보, (b) 곡선교의 직선화, (c) 강을 이용한 곡선형 

바닥판과 곡선보로 이뤄진 3가지 방법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다. Fig. 1(c)와 같이 곡선주형을 사용하여 곡선교를 제작하는 

것은 평면선형과 동일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효과적인 

단면설계를 기대할 수 있고, 장지간의 교량을 계획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고정하중이 비대칭 하중을 받아 비틀림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곡선주형에 사용되는 단면은 비틀림 강성이 큰 사각형의 

폐합단면 형상의 강박스 거더교나 PSC 박스 거더교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강재의 특성상 기하학적인 형상을 구현하는데 상대적으

로 손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선교에서는 강재를 이용한 강박스 

거더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도장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를 이용한 곡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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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ved Slab and Straight Beam (b) Straight Slab and Beam (c) Curved Slab and Beam 

Fig. 1. Plan View of Various Curved Bridges

 

(a) Side View of Mold (b) Edge Form

(c) Form Control

Fig. 2. Smart Mold System for Curved Bridge

제작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Fig. 1(c)처럼 각각의 곡률반경이 

다른 곡선형 PSC 빔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곡률반경이 

다른 강재 거푸집을 제작해야하는데, 이 경우 거푸집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강교보다 공사비가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PSC 

박스 거더를 이용한 경우에는 거더 자체가 바닥판과 일체화 되어 

있어, 보수 및 보강으로 인해 교체하게 될 경우 거더를 전부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즉, FCM (Free Cantilever Method),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PSM (Precast Prestressed Segment Method) 등의 

공법과 같이 대형가설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는 공사비의 

증가와 더불어, 곡률반경이 300이상인 경우와 1 km이상인 교량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곡률반경이 작은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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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View

(b) Longitudinal Section View

(c) Edge Section (d) Central Section

Fig. 3. Concrete PSC Curved Bridge Geometry and Dimensions

중소형 교량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서도 가설 가능한 작은 곡률반경

과 중소형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곡선교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다양한 곡률반경을 조정하여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 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

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곡률반

경 조절, 거더 길이의 조절 및 거더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몰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측면몰드에 변형을 가하여 

일정한 형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변형 및 고정장치를 개발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및 거더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더의 길이 조절 및 사각의 조절이 가능한 단부 거푸집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험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교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물 구조실

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체는 경간장 40 m의 2주형 곡선교량으로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와 가로보, 바닥판으로 구성된다. 구조성

능 실험은 3점 정적 휨 실험으로 실시하며 실험을 통하여 프리캐스

트 PSC 곡선거더교의 구조거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3.1 실험체 제작

구조실험체는 실험실 내부의 공간을 고려하여 경간장 40 m, 

교폭 5 m, 곡률반경 100 m의 2주형 프리캐스트 PSC 곡선교량으로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1등교의 내하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실험체의 설계단면은 Fig.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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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embling of Form (b) Placing of Girder Rebars (c) Side Jack Control (d) Casting Girder Concrete

(e) Steam Curing (f) Pre-Stressing (g) Girder Lifting (h) Placing of Cross Beam Rebars

(i) Casting Cross Beam (j) Placing of Deck Rebars (k) Casting Deck Slab (l) Finish

Fig. 4. Process of Manufacturing PSC Curved Bridg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s Members Items
Design values 

(MPa)

Concrete
Girder

Design strength 45

Allowable 

stresses

Compression 21.6

Tension -1.5

Deck slab Design strength 27

Rebars Yield strength 400

PS strand

Ultimate strength 1,900

Yield strength 1,600

Allowable tensile stress 1,280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체의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거더와 가로보의 

경우 45 MPa이고 바닥판 슬래브는 27 MPa의 레미콘 제품을 사용하

였다. 실험체에 배근된 전단 및 주철근은 SD40의 HD13∼HD25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PS 강연선은 SWPC 7BL인 직경 15.2 mm의 

저릴렉세이션 강연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및 철근, PS 강연선의 재료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제작은 현장에서 제작하는 시공순서와 동일한 방식으

로 제작하였으며, 제작에 사용된 거푸집은 다양한 곡률반경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스마트 몰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실험체는 

비틀림강성은 증가시키고 자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공부에 EPS 

폼을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2주형으로 외측거더(G1)의 

제작완료 후 내측거더(G2)를 제작하였으며, 그 후 내․외측 거더를 

연결하는 가로보와 바닥판 슬래브를 타설하여 곡선교 제작을 완료

하였다. 곡선교 제작공정은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자세한 실험 

거더의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강재거푸집을 설치, ② 철근 

조립 및 쉬스관 설치, ③ 강재 거푸집 측면 잭 조절을 통한 거푸집의 

곡선배치, ④ 거더 콘크리트 타설, ⑤ 증기양생 및 거푸집 탈형, 

⑥ 강연선 긴장, ⑦ 거더 인양, ⑧ 가로보 철근 조립 및 타설, 

⑨ 바닥판 철근 조립 및 타설, ⑩ 제작 완료. 실험체 제작과정에서 

가로보와 바닥판으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거더(G1, G2)는 곡선

배치된 강연선의 PS 도입력에 의해 솟음이 비대칭으로 발생하며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아 압축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발생하는 

비틀림모멘트 때문에 전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곡선거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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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Set-Up

Fig. 6. Location of Gauges

하면을 따라서 등분포 형태로 일정하게 하중이 지면에 작용하지만, 

압축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솟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중에 의한 

비틀림모멘트가 발생하여 곡률반경의 최외측은 지면에 남아 있고, 

곡률반경의 최내측은 지면에서 솟음이 발생하여 전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4(g)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도방지 장치를 개발하여 제작된 거더의 거치 및 인양시 

발생하는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3.2 실험 및 측정방법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하중재

하실험은 힌지-롤러의 단순지지 조건하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시 

전경과 재하장치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실험체는 거더의 곡선형

상과 프리스트레스력의 도입에 의한 비틀림모멘트에 의해 하중 

재하 시 실험체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점부의 좌우에 

강재프레임을 설치한 후 3점 재하를 실시하였다. 하중재하 위치는 

실험체의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아 전도의 발생위험이 있어 

도심위치인 내측거더 상부에 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력장치는 

최대 용량 5,000 kN을 갖는 UTM을 사용하였으며 하중은 30 

kN/min의 재하속도로 하중제어를 실시하였으며, 최대가력하중은 

약 3,400 kN까지 가력하였다. 실질적으로 곡선교의 정확한 구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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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lection at Center of Girder

(b) Deflection with Respect to Length

Fig. 7. Load-Deflection Curves

Table 2. Load-Deflection in Respect to Location

Load step
Load

(kN)

Deflection (mm)

L/4 2L/4 3L/4

G1 G2 G1 G2 G1 G2

Design load 450 7.7 7.8 11.3 11.7 7.3 7.74

Cracking load 1,400 28.4 27.64 40.5 43.8 27.2 27.58

Max. load 3,350 90.3 87.18 139.9 141.2 88.5 87.26

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파괴하중까지 재하하는 것이 타당하

나 대상 실험체는 40 m 2주형의 실물 곡선교로 가력에 의한 장비의 

손상 및 실험체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약 3,400 kN에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하중 재하에 따른 곡선교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와 철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각각의 거더 하부와 

측면에 LVDT (Linear variational deformation transducer)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는 거더 하부

와 바닥판 표면에 부착하였으며, 중립축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더 중앙부에 일정간격으로 부착하였다. 철근 변형률 게이

지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더 상․하부와 바닥판 종․횡방향으로 게이

지를 부착하여 철근의 변형률을 확인하였다. 수직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거더하부에 설치된 LVDT는 양단부와 L/4, 2L/4, 3L/4 

위치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수평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거더 중앙

부 측면에도 각각 설치하였다. 게이지 부착위치는 Fig. 6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4. PSC 곡선거더교의 성능평가 결과

4.1 하중-변위

정적실험을 통해서 2주형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교의 거더 

하단에서 측정된 하중-처짐 곡선을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

는 내․외측 거더의 하중에 따른 처짐을 나타낸 결과이며, Fig. 4(b)는 

거더별 지점부, L/4, 2L/4, 3L/4 위치에서의 하중단계에 따른 처짐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하중제어법에 따라 하중을 재하한 실험체의 초기균열은 재하하

중 약 1,400 kN에서 외측 거더(G1)의 중앙부 다이아프레임 부 

양 측면(중앙에서 0.2 m 지점)의 하부에서 발생하였다. 균열하중인 

1,400 kN 이전에는 매우 안정적인 탄성거동을 보였으며 균열발생

이후 외측 거더(G1)의 곡선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내측 거더(G2)는 균열발생 이후에도 기울기의 급격

한 변화 없이 최대하중까지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설계하중인 450 kN이하에서는 내․외측 거더 모두 안정적

인 선형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두 거더의 변위편차 역시 거의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균열하중이 설계하중보다 약 3배 

이상 증가된 하중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중 상태에서는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교의 사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Table 2는 하중단계에 따른 위치별 거더의 처짐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하중증가에 따른 

중앙부 처짐은 G1 거더가 G2 거더 보다 처짐이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중재하 위치가 G2 거더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ig. 7(b)의 

하중단계별 처짐곡선에서 보면 G1, G2 거더의 편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로보에 의한 응력전달이 잘 이루어져 

일체거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짐은 중앙부에서 최대로 발생하며, 설계하중 상태에서는 G1, 

G2가 각각 11.3 mm, 11.7 mm로 나타났으며, 균열하중 상태에서

는 각각 40.5 mm, 43.8 mm로 나타났다. 이는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처짐량 50 mm보다 균열하중 상태에서의 처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허용처짐량인 50 mm의 처짐 발생 시의 하중은 약 1,800 k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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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ection (b) C-Section (Center) (c) D-Section

Fig. 8. Horizontal Rebar Strains with Respect to Sections

Fig. 9. Longitudinal Rebar Strains at Maximum Loading Stages

4.2 하중-변형률

Fig. 8은 곡선교 상부의 횡방향 철근의 하중-변형률 측정 결과이

다. 실험결과 재하지점은 하중 증가에 따라 압축변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균열이 발생한 1,400 kN에서도 큰 변화없

이 지속적인 압축변형을 보이다 약 2,700 kN 이후에 인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지점을 기준으로 G1, G2 거더는 재하지점과 

달리 하중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인장변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1 거더는 G2 거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인장응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 8에 표시된 가로보 

구간(0.4~0.6)에서 가로보의 단면강성이 거더구간 보다 작기 때문

에 가로보 상부에서 인장응력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균열발생이후 거더 중앙부의 횡방향 변형률은 재하점을 기준으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설계하중인 450 kN까지는 전체적으로 

응력이 잘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로보가 안정적으로 응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9는 G1, G2, 가로보의 종방향 철근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이

다. Fig.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변형률 거동은 재하지점

인 중앙부에서 최대 변형률이 발생하였으며 재하지점이 위치한 

G2 거더보다 G1 거더의 변형률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G1, G2를 연결하는 가로보에서의 종방향 변형률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더의 경우 곡률반

경 크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곡률반경과 길이가 긴 G1 거더가 

더 큰 변형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로보의 경우에는 횡방향

으로 응력이 전단되도록 설계되어 종방향 변형률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거더의 중앙에서 상․하부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거더의 하연에서 최대 인장변

형을 보이고 있으며 상부는 압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더 1/2 높이(75 cm)에서 측정된 철근은 인장변형을 보이고 있어 

중립축은 거더 하연에서 75 cm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하중 시 거더 상부에서 측정한 G1, G2의 압축 변형률은 약 

0.0006 정도의 비슷한 변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연에서 측정한 

인장 변형률도 약 0.0012로 비슷한 변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거더는 재하하중 2700 kN 부근에서 비선형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의 변형률은 G1, G2 거더에서 각각 0.0061, 0.0075의 

인장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에 의해 철근의 인장응력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전체적인 철근의 변형률을 비교하여 보면 높이별로 철근의 

변형률은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거더를 연결하는 가로보에서 응력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두 거더가 일체거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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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1 (b) G2

Fig. 10. Longitudinal Rebar Strains at the Center

(a) G1 (b) G2

Fig. 11. Behavior of Neutral Axis with Respect to Applied Loads

4.3 중립축 거동

Fig. 11은 거더별 중립축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곡선교 중앙부의 초기 중립축 위치는 하연에서 

약 90 cm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휨 균열이 발생하면

서 부재의 휨강성이 줄어들어 최대 105 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중립축의 상승은 거더 하연에 균열이 발생하여 

유효단면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거더 

중앙 하단에서 발생한 초기 휨 균열은 약 1,400 kN이나 G1 거더의 

경우 2,100 kN, G2 거더의 경우 1,900 kN까지 중립축 위치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더 하중에 발생하는 

초기균열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는 휨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교는 전단면이 유효하게 거동하는 균열 발생 전에는 

중립축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균열발생 이후에도 

약 1,900 kN까지 중립축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용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균열형상

Fig. 12는 곡선 거더교의 정적파괴 실험결과 관찰된 균열분포도

를 나타내고 있다. 균열의 관측은 초기 균열발생 후 약 200 kN 

마다 확인하였으며, 초기 균열은 재하하중 약 1,400 kN에서 거더 

중앙부 하부에서 발생하였다. Fig.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균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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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rack Patterns

Fig. 13. Comparison with FEM Analysis

은 재하점이 있는 중앙부를 기준으로 휨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하중 증가에 따라 지점부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균열이 

가장 넓게 분산된 단면은 G1거더의 외측단면(G1A)으로 균열분포

도 뿐 아니라 균열의 개소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1A의 곡률반경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길이도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의 진전은 재하점이 있는 G2D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D에서는 균열의 진전이 

거더의 중앙부 이상까지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하점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보로 연결되는 내측단면(G1B, G2C)의 경우에는 

외측단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열의 개소와 진전이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치해석 결과 비교 분석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에 대한 정적 휨 파괴 해석결과와의 

하중-변위 비교 그래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약 2,500 kN 이하에서는 해석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약간 낮은 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시 

가력위치와 지점조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편심에 의한 실험오차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동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M 해석결과 최대 하중은 3,600 kN 이며 최대 변위는 약 

204.46 mm로 해석되어 실험결과(최대하중 3,350 kN, 최대변위 

141.2 mm)와 비교하여 하중은 약 250 kN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대가력 하중인 3,350kN에서의 변위 결과를 비교하면 FE 

해석결과 변위가 149.85 mm로 나타나 해석결과에서의 변위가 

약 8.65 mm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중 오차는 

실험시의 안전성과 액츄에이터의 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가력하중

을 3,350 kN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체는 최종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하 하중까지의 전체적인 거동은 해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곡선 PSC 거더교의 최대하중 저항력은 해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곡선 PSC 거더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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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Bridge Technology and Yonsei University, 2013)

6. 결 론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는 역학적인 우수성과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시공의 어려움으로 국내외 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몰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곡률반경

이 작고 중소형 교량에도 적용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

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과 거더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40 m 2주형 실물교량을 제작하여 정적 휨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를 효율적으로 제작

하기 위하여 다양한 곡률반경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몰드 변형

장치와 길이 조절 및 사각의 조절이 가능한 단부 거푸집을 

이용한 스마트 몰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제작단계에서 단일 거더의 경우 곡률반경이 작아질수록 전도에 

의한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키나 일체화된 거더의 경우에는 

가로보에 의한 하중분배로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리캐스트 PSC 곡선거더교는 정적 재하 실험결과 초기균열

이 약 1,400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설계하중인 450 kN 보다 

약 3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허용처짐량 50 mm 발생시의 재하하중은 약 1,800 kN으로 

설계하중의 4배, 균열하중의 1.3배로 나타나 사용하중 상태에

서는 PSC 곡선교의 사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가로보로 연결된 두 거더는 처짐, 변형률 등의 측정데이터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로보가 안정적으로 응력을 전달하여 일체거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FEM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적 실험 결과가 해석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여건 

상 해석에 의한 최대하중(3,400 kN)까지 실험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사용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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