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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ffects due to differences of creep and shrinkage which is caused by material differences such as 
concrete characteristic and age in an asymmetric PSC box girder were evaluated. For this purpose the prestress 
distribution, creep and shrinkage were analyzed with the FE analysis program, LUSAS 14.3. As a result of the 
prestress, the stress distribution was stable. In case of the analysis result which was conducted with 1,000 days 
response time, the shear stress between PC section and CIP section is satisfied with design shear strength. 

1. 서론

철도교의 경우, 열차하중에 대한 진동 및 처짐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PSC 거더 형식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그 중 PSC Box 거더교의 경우,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이 크며, 외부형상이 단순하고 간결하여 

외관 및 형하고 확보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거더교 형식에 비해 교좌장치의 감소로 유

지관리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에 적용되는 비대칭 PSC Box 거더교의 프리캐스트부(PC부)와 현장타설부(CIP

부)의 콘크리트 재료 및 재령일수 차이에 따른 크립 및 건조수축량 차이에 따른 재료의 경계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전단응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범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LUSAS14.3)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싱 도입 및 콘크리트 재령변화에 따른 크립 및 건조수축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프리스트레싱 도입 결과, 비대칭한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도입되는 응력의 분균형과 

응답시간을 1,000일까지 실시한 PC부와 CIP부 경계면의 전단응력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2. 대상 구조물

대상으로 하는 비대칭 PSC Box 거더교는 그림 1과 같이 길이 17.2m, 시점부 폭 77.9m, 종점부 폭 

80.2m의 철도 노선 교량으로, 도료교와 일반철도선교 및 고속철도선교 등의 총 5개의 교량(B1~B5)으
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용 비대칭 PSC Box거더에 대한 검증에 앞서, 5개의 교량 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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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그림2. 대상 구조물(B5) 상세도  

행사변형 형태의 교량(B5)에 대해서 구조해석을 통한 프리스트레싱 도입과 크립 및 건조수축에 대한 

구조해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B5교량은 총 3개의 프리스트레싱된 PC Box 거더를 현장에서 거치

한 후, 접합부를 현장타설(CIP)하고, CIP부의 양생이 완료된 후 횡방향으로 프리스트레싱을 도입한 구

조물이다. 적용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PC부와 CIP부 모두 40MPa을 적용하였다. 구조해석은 범용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usas14.3을 사용하였다. 해석 시 적용된 콘크리트부재의 크립 및 건조수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구조물의 시공단계 및 경과일수에 따른 재료의 재령에 따른 크립 

및 건조수축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화하였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Solid 요소와 Bar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8절점 solid 요소(HX8M)를 PC부와 CIP부에 적용하였고, Bar 요소를 종방향과 

횡방향 텐던에 적용하였다. 크립과 건조수축해석에는 CEB/FIP-90 모델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조해

석에서 고려한 하중 조건은 PC부에 도입되는 종방향 프리스트레싱력과 구조물의 사하중, 전체구조물에 

도입되는 횡방향 프리스트레싱력, 그리고 캔틸레버부와 난간 등의 2차 사하중을 고려하였다. 그림 1은 

비대칭 PSC Box 거더교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B5)의 

상세도이다. 그림 3은 대상 구조물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표 1은 구조해석 시 사용된 재료 특성을 표

기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하중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1. 비대칭 PSC Box 거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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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면도

  

(c) 측면도

그림2. 대상 구조물(B5) 상세도(계속)

그림3. 구조해석 모형

구분 PC부 CIP부
fck(28일)(MPa) 40 40
열팽창계수(/℃) 1.0E-5

시멘트종류 보통/조강시멘트 보통/조강시멘트

상대습도(%) 70 70
Norminal size(mm) 301.2 238.6

도표 1. 구조해석에 적용된 재료특성

해석단계 하중종류 응답시간

Stage 1 PC부에 대한 사하중 및 종방향 프리스트레싱 10일
Stage 2 CIP부 타설 후 구조물의 사하중 14일
Stage 3 2차 사하중 및 횡방향 프리스트레싱 60일
Stage 4 장기거동 1000일

도표 2. 구조해석에 적용된 하중종류

3. 구조해석결과

3.1 프리스트레싱 도입결과

그림 4~6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종방향 프리스트레싱과 횡방향 프리스트레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에 대한 응력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 결과 비대칭 PSC Box의 형상적 특징에 의한 구조물의 응

력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프레임 해석을 이용한 비교 검토결과, 구조물의 응

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대칭 PSC Box에 대한 설계 시, 프레임 요소를 이용한 검토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프레임요소와 상세해석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3.2 크립 및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크립 및 건조수축에 대한 구조해석은 PC부가 현장에 거치된 후, CIP부가 타설되고 양생기간(10일)을 거친 

후 거푸집을 탈형하여 14일간의 추가양생을 실시한 후, 2차사하중과 횡방향 프리스트레싱이 도입된 후 60일 간

을 검토하고, 그 후 1000일에 대한 장기거동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다. 그림 7은 크립 및 건조수축에 

의한 PC부와 CIP부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G1거더와 CIP부 경계면 중 구조물의 지간 중앙부

와 지점부 측에서의 응력값을 도시하였다. 검토결과 콘크리트의 전단강도인 5.8MPa을 만족하는 값을 나타내어 

PC부와 CIP부의 크립 및 건조수축량의 차이에 의한 경계면에서의 전단균열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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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면 (b) 하면

(c) 단면응력 (좌:G1/중:G2/우:G3)   

그림4. Stage 1 종방향 응력분포

  

(a) 상면 (b) 하면

(c) 단면응력 (좌:G1/중:G2/우:G3)
그림5. Stage 2 종방향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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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면 (b) 하면

(c) 단면응력 (좌:G1/중:G2/우:G3)
그림6. Stage 3 종방향 응력분포

구분
프레임해석(A) 상세해석(B) A-B
상연 하연 상연 하연 상연 하연

Stage 1 -5.1 4.5 -3.5 3.8 1.6 0.7
Stage 2 2.4 -9.6 2.5 -9.2 0.1 0.4
Stage 3 -0.4 0.3 -0.3 0.3 0.1 0

계 -3.1 -4.8 -1.3 -5.1 1.8 0.3

도표 3. 해석결과 비교

그림7. 크립 및 건조수축에 의한 PC부와 CIP부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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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PSC Box 거더교의 종방향 및 횡방향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응력의 균등한 도

입을 확인하고, 프리스트레싱력 및 1차 사하중과 2차 사하중을 재하한 후 총 1000일에 대한 크립 및 

건조수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검토 결과 비대칭한 구조물의 프리스트레싱 도입은 비교적 균등하

게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령의 차이에 따른 PC부와 CIP부 경계면에서의 전단균열 발생가

능성은 전단응력에 대한 검토 결과 비교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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