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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으로 교량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거더는 연직방향의 외력에 의해 발생

하는 휨응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강연선을 이용하여 인장부에 압축응력을 미리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 기술을 활용한다. 편심배치된 강연선으로 축응력과 휨

응력이 조합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교량의 저항성능을 증대시킨다.

미관 및 형하공간 활용을 위하여 교량을 저형고/장경간화 하면, 증가된 하연

의 인장응력은 프리스트레스를 크게 도입하여 해소할 수 있으므로 거더 상연

의 압축응력이 설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하

기 위해 고강도 압축재를 이용하여 축응력을 상쇄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

나 추가적인 시공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착부에 대한 보강이 요

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를 일체화하여, 한 번의 긴장으로 축방향 성

분은 상쇄되고 외력에 반대되는 휨 성분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구조

적 효율성과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긴장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력에 따른 긴장시 거동을 정식화 하였으며 사각형상

의 PSC 보실험체 및 실교량 거더에 적용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과

변형률을 계측하여 정식화를 검증하고 구조성능을 확인하였다. 동시긴장 시스

템을 실교량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법과 긴장관리법을 제안하고, 실교량 계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의 전파를 고려한 긴장관리법의 적용성을 확인하

였다.

주요어 : 프리스트레스, 포스트 텐션, 포스트 컴프레션, 동시긴장 시스템, 교량

학번 : 200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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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프리스트레스 기술은 187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술자인 P. H. Jackson이

교량적용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술로 제안이 되었

으며, 1888년에 독일에서 프리스트레스트 슬래브에 대한 특허권이 등록되었지

만,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때문에 실제

구조에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프랑스의 기술자인 Eugene Freyssinet은 1926년에

고연성이면서 고강도인 강재를 활용하여 프리스트레스의 손실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1940년에는 Freyssinet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12

개의 텐던에 대한 콘타입 웨지를 개발함으로써 프리스트레스 기술을 실용화하

였으며, 미국에서는 1950년에 최초의 프리스트레스 교량이 완공이 되었다

[4,15,26]. 프리스트레스 기술이 교량분야에 적용된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현

재는 프리스트레스 기술을 제외하고 교량기술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 기술이 교량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것은 기술 자

체의 효율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프리텐션, 비부착 강선, 다양한 정착시스템

등의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량분야에서 프리스트레스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이하, PSC)거더형식이다. PSC거더교란 제작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미리 제작된 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 하부 구조인 교대와

교각 상에 거더를 설치하여 바닥판을 타설하는 교량을 의미한다. 프리스트레

스는 고정하중 및 활하중 등과 같이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

하는 휨응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강연선으로 구성된 텐던(PS강재, 인장재)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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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외력과 포스트 텐션에 의한 경간 중앙부 응력

용하여 포스트 텐션(혹은 프리 텐션)으로 미리 응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강연

선을 이용하는 프리스트레스에는 포스트 텐션과 프리 텐션이 있지만, 이 논문

에서는 포스트 텐션으로 대변하여 사용한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포스트 텐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는 축방향

성분과 휨 성분이 조합된 응력이기 때문에 휨 성분만 존재하는 외력에 의한

응력과 완전한 상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압축응력은 크게 도입할 수 있지만

인장응력은 상대적으로 작게 도입된다. 그러나 압축에는 강하고, 인장에는 약

한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특성과 어우러져 국내외의 교량분야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콘크리트 거더교량에서 외력에 의한 응력이 증가

하는 경우, 즉 같은 형고로 경간장이 긴 교량에 적용하거나 동일 경간장의 교

량에 보다 낮은 형고의 거더를 활용하려면 거더 상연은 압축측으로, 거더 하

연은 인장측으로 허용값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거더하연의 인장응력은 프

리스트레스 도입량을 증가시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거

더 상연의 압축응력은 축방향 성분 때문에 프리스트레스의 증가로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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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장재를 이용한 프리스트레스의 한계(예시)

없다. 이러한 점이 인장재를 활용하는 프리스트레스의 효율성 한계가 된다.

[그림 1.2]는 도로교 30m의 단면을 재료나 형고의 변화없이 45m에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장재를 이용하는 프리스트레스 기술의 한계를 보여준다. 경

간장 30m에 적정한 형고인 2.0m를 적용하는 경우, 외력에 의한 응력과 프리스

트레스에 의한 응력을 조합하면 상연과 하연의 응력이 모두 허용응력 이하이

다. 그러나 형고의 변화없이 경간장이 45m로 증가하면 외력에 의한 응력은 크

게 증가하지만 제작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더상연과 하연의 응력이 모두 허용값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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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장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하부구조에 가설하고, 바닥판을 타설

하는 고정하중에 의해 프리스트레스가 일부 상쇄된 후에 추가로 프리스트레스

를 도입하는 다단계 긴장방법을 활용하면, 프리스트레스 도입량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더 하연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초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만, 거더 상연에 발생하는 압축응력의 초과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콘크리트 거더교량에 있어서 거더의 높

이, 즉 형고는 도입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와 거더상연의 압축응력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1) 벌브티(bulb-tee) 단면

PSC거더 교량에서 형고를 낮추거나 동일한 형고의 거더를 더 긴 경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 초과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단면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즉 상부 플랜지

폭을 증가시켜 상연의 단면계수를 크게 함으로써 외력에 의한 응력이 작게 발

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택한 PSC거더는 상부플랜지의 폭이 하

부플랜지보다 큰 단면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벌브티(bulb-tee)형 단면으로 통칭

된다.

국내에서는 경간장 35m이하의 도로교량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가 표준단면

을 제시하여, 이를 이용한 표준단면의 PSC거더 교량이 많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단면의 PSC거더는 경간장에 비하여 거더형고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형고 PSC거더 공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들 중 대

다수는 제작장에서 1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바닥판이 타설된 후에 추가

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다단계 프리스트레스 도입기술을 활용하여 거더

하연의 인장응력을 제어하고, 벌브티 형상의 단면을 표준단면으로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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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로공사 표준단면 예시(단위: mm, 경간장: 35m)[21]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제어한다.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IPC거더, DR거더,

PSC-e거더 등의 공법이 있다.

경간장 35m의 도로교량에 있어서 표준단면의 형고는 2.2m이지만 벌브티형

단면을 활용하는 경우 형고가 1.5~1.6m인 단면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부플랜지

의 폭은 표준단면 거더가 0.76m인데 반해 벌브티형 단면의 거더에서는 1.20m

로 증가된다.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부플랜지의 폭을 크게 만드는

벌브티형 단면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상로교 형식의 도로교량에 있어,

단면 최적화 연구 결과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AASHTO와 PCI의 표

준단면과 일본의 도로공단에서 발간한 토목구조물 표준설계 등에서도 권장하

여 표준단면으로 제시된다[7,18,25,33,36].

하지만 벌브티형 단면은 상부플랜지가 커서 거더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제작이나 하부구조 가설 후 바닥판의 강도발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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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벌브티형 단면(AASHTO-PCI Standard Products)[18]

의 위험이 크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바닥판이 합성된 교량단면을 보면, 큰 단

면의 상부플랜지와 바닥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면적에 비하여 단면 2차모

멘트가 작다. 이에 따라 공용단계에 있어 활하중에 의한 처짐이 크게 발생하

기 때문에 완성된 교량의 최적단면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로 형고는

2.6m이하이고, 거더간격은 2.5m내외로 활용되는 PSC거더에서는 극한상태의 중

립축이 바닥판 내에 있거나 바닥판에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상부플랜지

의 폭에 따른 극한강도의 변화는 작다. 그러므로 벌브티형 단면을 교량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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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응력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시공성과 사용성의 관점에서는 최적단

면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스트 컴프레션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하는 다른 방법은 포스트 컴프레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장재를 거더 하연에 배치하고 압축력을 부과하는 포스트 텐션과 달

리, 포스트 컴프레션은 압축재를 거더 상연에 배치하고 인장력을 부과함으로

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이다[27,28]. 포스트 컴프레션의 프리스트레

스는 포스트 텐션과 달리 인장축력과 휨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PS강재인 압축

재가 도심 상부에 배치되어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 컴프레션 기술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포스트 텐션 기

술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2].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인장응력에

약하여 포스트 컴프레션으로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

문이고, 포스트 텐션과 조합될 경우에는 휨 성분만 가지는 프리스트레스가 도

입되기 때문이다. 휨 성분만 가지는 프리스트레스는 외력에 의한 응력과 완전

한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이상적으로 조합하면 고정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응력이 0인 거더를 제

작할 수도 있다.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이 조합된 기술은 외력에 의한 응력, 특히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이 큰 교량구조에 활용되기에 유리하며, 외력이 작거나

형고가 높은 교량구조에는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에서 거더의 상연에서 허용

인장응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 포스트 컴프레션에는 포

스트 텐션과 달리 인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압축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고주파 열처리로 성능을 향상시킨 고강도 강봉이 주로 활용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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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포스트 컴프레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포스트 컴프레션 기술은 1977년 오스트리아의 Alm강을 넘어가는 교량에 최

초로 적용되었으며[17], 일본에서는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적절하

게 조합하여 PSC교량을 제작하는 것을 바이프레(Bi-Pre)공법이라고 명명하여

20년 이상 활용하고 있다[3,23].

바이프레 공법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압축재의 정착시스템을 이용

하는 포스트 컴프레션 기술로 프리캐스트 교량을 제작한다. 포스트 컴프레션

을 도입하기 위한 압축재로 고강도 강봉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복응력과 극한

응력은 각각 930MPa과1,080MPa이다[3]. 바이프레 공법은 프리스트레스를 극대

화 하여 제작장 등에서 미리 제작되는 교량거더로서는 최저형고의 교량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형하공간 제약으로 인해 낮은 형고의 교

량이 필요한 현장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1985년에 시공된 가와바타교를 시

작으로 현재까지 640개 이상의 교량에 적용되었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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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포스트 컴프레션의 프리스트레스 도입 및 정착부 보강[3]

일반적으로 PSC거더에 적용되는 포스트 텐션은 유압잭을 이용하며 콘크리

트 거더를 반력대로 활용하여 인장재를 신장시키고 양단에서 쐐기(웨지,

wedge)를 이용하여 정착함으로 간단하게 도입된다. 포스트 텐션에서는 긴장력

에 대한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와 긴장재가 정착되는 정착력이 작용하는 위치

가 동일하지만, 포스트 컴프레션에서는 압축재를 압입하는 힘의 반력을 지지

하기 위한 지지부와 압축재의 힘을 거더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지부가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포스트 컴프레션을 위해서는 양쪽에 2개씩의 블록아웃을 설

치하여 압축재 압입력과 정착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29].

[그림 1.6]은 바이프레 공법을 적용할 경우 포스트 컴프레션용 정착부 상세

와 단계별로 정착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였다. 바이프레 공법과 같이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여, 거더상연의 압축응력을 해결하고

자 하면, 시공이 복잡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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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교량분야에서 인장재를 이용하는 프리스트레스 기술의 한

계인 거더상연 압축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의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 문제를 해소하는 기존 방법들을 살펴보

았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제안된 기술에 대해서 역학적

거동연구와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안된 기술이 적용된 교량들의 데

이터를 활용하여 설계 및 긴장관리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술은 시공성 및 사용

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포스트 텐션을

도입하는 인장재의 긴장으로 포스트 컴프레션이 동시에 도입되는 긴장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기술에서는 외력에 효율적으로 저항하도록 축력을 최

소화한 휨 성분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

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한다. 따라서 완성단계에서는 서로 상쇄되는 축력에 대

한 정착장치와 정착부 보강이 필요하다. 제안된 긴장 시스템에서는 긴장단계

부터 축력이 상쇄되도록 하여, 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순서와 시공상세

를 개선하였다.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동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착장치가 활

동하여 인장재와 압축재가 동시에 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역학적 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긴장단계부터 축력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여도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

을 별도로 도입한 것과 동일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지에 대한 실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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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 정착장치와 거더의 마찰, 정착장치

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긴장 시스템의 역학적 거동을 정립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안된 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사각형 단면의 PSC거

더를 제작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3점 재하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PSC

거더 실험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계측을 수행하여 이론적 연

구에 부합하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지 확인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거더

교량에 활용되는 단면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간장 35m인 실교

량 거더의 계측을 수행하였다. 긴장작업시 발생하는 변형률을 계측하여 제안

된 긴장 시스템의 거동을 연구하였다.

기존 프리스트레스트 거더의 설계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긴장 시스템을 교량

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계산 방법과 긴장관리법을 연구하였다. 불확실성의 전

파를 고려하여 긴장작업의 신뢰수준을 유지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긴장관리법을 제안하고, 4개 교량의 긴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긴장 관리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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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1장에서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콘크리트 거더교량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연의 압축응력 해소가 필요함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

는 기존기술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기존기술을

개선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에 긴장력을 동시에 도입함으로 포스트 텐션과 포

스트 컴프레션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긴장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 정리하

였다.

3장에서는 동시(일체)긴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단계

의 거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역학적으로 정식화 하였다.

4장에서는 동시(일체)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PSC거더와 실교량 거더의 계측

을 통하여, 정식화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동일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지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동시(일체)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실교량의 거동을 보다 자세히 분

석하여 동시(일체)긴장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의 설계법과 현장긴장 관리법을

제시하고, 실교량의 긴장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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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시긴장 시스템의 개발

2.1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의 조합

앞 장에서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하면, 축방향 성분이 상쇄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어 거더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포스트 텐션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많이 알려

져 있으나 포스트 컴프레션과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1) 기존연구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포스

트 컴프레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럽에서는 1977년도에 처음 교량에 적

용된 포스트 컴프레션 기술을 발전시켜, 1986년도에는 체육관의 지붕구조에도

사용되었다[2]. 일본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컴프레션 기술을 정립화하여 바이프

레 공법을 개발하였으며, 적용초기에는 공법의 시공이나 압축재의 거동과 파

상마찰계수 등의 연구에 국한되었다[29,30,31]. 2000년대에는 중국에서 포스트

컴프레션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압축재는 직선으로 배치되거나 단일곡률의

포물선으로 배치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28].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

이 조합되는 경우에 있어서 프리스트레스 효율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2].

포스트 컴프레션을 실구조물에 가장 많이 적용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바이

프리스트레싱 공법협회’에서는 바이프레 공법과 관련한 사항들을 총망라하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하였다[3]. 이 매뉴얼에는 포스트 컴프레션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압축재의 재료성질 및 압

축재용 쉬스와 관련한 사항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거더단부에 설치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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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활용하여 압축재의 긴장시 보강부와 고정너트에 의한 보강부를 최대한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압축재용 쉬스는 좌굴을 방지하

기 위한 특수형태의 쉬스와 고차모드 좌굴을 유발하기 위하여 쉬스직경을 작

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장기거동에 대해서도 일반 PSC 거더와 유사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여전

히 인장재를 긴장하는 포스트 텐션과 압축재를 긴장하는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고 정착함에 따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2) 일체화의 필요성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는 기술은 효율적인 프리스트레스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종단계에서 서로 상쇄되어 필요성이 없는 축력에 의해

서 경제성 및 시공성이 저하된다.

첫째는 사용재료가 증가하여 경제성과 시공성이 저하된다.

포스트 텐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장재와 쉬스, 웨지, 웨지플레이트 외에

도 정착을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즉, 웨지플레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정착

판이 있어야 하며, 정착판에 작용하는 힘을 거더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앵커캐

스팅과 여러 가닥의 강연선으로 구성된 텐던에서 개별 웨지에 정착되도록 강

연선 분산을 수용하기 위한 트럼펫관이 필요하다. 여기에 콘크리트 거더가 정

착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지압응력, 파열응력, 할렬응력을 지지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포스트 컴프레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압축재와 쉬스 및 정착용 너트 외에

도 압축재의 정착을 수용할 수 있는 정착판과 유압잭의 반력을 수용하는 위치

와 정착너트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위치에 거더보강이 필요하다.

둘째는 장비측면에서의 시공성 저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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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트레스 도입을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다. 긴장력을 도입하는 현장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유압잭 및 유압펌

프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다.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공법에 있어서는 인장재와 압축재를 별도로 긴장하여야 하

는데, 인장재의 신장을 위한 유압장비와 압축재의 압축을 위한 유압장비는 같

을 수가 없다. 따라서 포스트 텐션을 위한 장비와 포스트 컴프레션을 위한 장

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긴장작업을 위한 장비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공성이 저하된다.

셋째는 작업시간의 증가이다.

서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긴장관리법을 가진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은 동시에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포스트 텐션을 먼

저 도입한 후에 포스트 컴프레션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반대의 순서로 순차적

으로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도입하고 정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장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더 상면에 긴장력 도입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블록아웃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단계에 작

용하는 힘을 지지하기 위한 동바리가 필요하며, 콘크리트의 강도발현 이후에

는 이러한 거푸집을 정밀하게 탈형하여야 한다. 포스트 컴프레션을 위한 블록

아웃의 거푸집을 정밀하게 탈형하는 것은 거더의 외측면 거푸집보다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일체화의 요건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동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스트

텐션이나 포스트 컴프레션과 달리 긴장 위치와 정착 위치에서 인장재와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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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축력 방향이 서로 평형을 이루거나 축력의 방향이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개체가 축력의 위치, 크

기, 방향에 의해서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

의 축력이 평형을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체화를 위해서는 인장재를 긴장하는 힘을 압축재에 전달하거나 압축재를

압축시키는 힘을 인장재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

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콘크리트 거더

가 인장재의 정착력과 압축재의 정착력을 수용하여,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

인 차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긴장단계부터 축력이 거더에 재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정착력을 수

용할 수 있는 부재가 필요하다. 이 부재는 정착부재이기도 하면서,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부재여야 한다. 인장재를 신장시키는 힘으로 압축재에 압축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긴장단계에서 정착부재가 교축방향으로 이동하여 압축재가

탄성수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토목구조에 사용되는 재료기술을 보면, 인장재는 2400MPa의 강

도까지 생산되며, 압축재는 1080MPa가 최대 강도이다[3,37]. 이에 따라 이 논

문에서는 재료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장량이 큰 인장재를 긴장하는 힘을 압축

재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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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시긴장 시스템 개요도

2.2 동시긴장시스템의 개요

이 논문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를 동시에 긴장하여 한 번의 긴장으로 포스

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가 동시에 도입되도록 하여,

축방향력이 상쇄되고 휨 성분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스템을 ‘일체긴장

혹은 동시긴장 시스템(Simultaneous Prestressing System)’으로 명명하였다.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긴장 및 정착 위치에

서 축력의 평형을 수용하고, 인장재와 압축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부재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림2.1]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인

장재를 양단부에서는 직선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서는 포물선으로 배치하여

경간중앙부에서는 인장재가 도심의 하부, 압축재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면서,

긴장과 정착이 이루어지는 양단부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가 평행배치 되어 축

력의 평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평면상에서도 인장재를 중

앙부에 배치하고, 압축재를 2개로 나누어 인장재의 양쪽에 배치하여 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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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장재의 긴장시에 발생하는 반력을 압축재에 전달하고, 인장재와 압축재가

동시에 정착이 이루어지는 부재를 고안하여 ‘동시긴장 연결구(SPS Anchorage)’

로 명명하였다. 동시긴장 연결구는 중앙부의 관통 홀을 통하여 인장재의 신장

과 웨지플레이트에 의한 정착이 이루어지며, 거더내측으로 향하는 면에는 2개

의 홈을 설치하여 압축재가 양쪽에 잘 지지되도록 하였다. 거더외측으로 향하

는 면은 웨지플레이트의 밀착 및 긴장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평평하게

하였다. 측면에는 거더의 가이드 부재와 조합될 수 있는 홈을 설치하였다. 이

가이드 부재를 따라 동시긴장 연결구는 교축방향으로 이동하여, 압축재의 탄

성수축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림2.2]는 동시긴장 연결구과 가이드 부재의

예시를 보여주는 상세도이다.

동시긴장 연결구는 긴장재의 양측 단부에 배치되는데, 긴장력을 도입하는

위치의 연결구는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혹은 긴장측 연결구)’, 긴장측의 반

대편에 위치한 연결구는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혹은 비긴장측 연결구)’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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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시긴장 연결구 상세도(예시)

(b) 거더단부 정면도 및 가이드(예시)

그림 2.2 동시긴장 연결구 상세도 및 거더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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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정정구조에 있어서 거더에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개념법(Basic Concept Method), 중심라인법(C-Line Method), 등가하중법(Load

Balancing Method) 등 세 가지가 있다[15]. 기본개념법은 PS강재(인장재와 압축

재)의 배치에 따라 거더단면에 작용하는 힘을 그대로 거더가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중심라인법은 PS강재의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힘을 콘크리트 거더의 내력이 저항하므로 PS강재에 의한 힘과

콘크리트 거더의 내력이 평형인 것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며, 등

가하중법은 PS강재의 배치에 따라 등가의 외부하중으로 치환하여 프리스트레

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프리스트레스 계산법은 기본개념과 계산방법

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계산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해 거더에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도 이러한 방법들로

계산할 수 있는데,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기본개념법과 등가

하중법으로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단순보의 경간 중앙부에 발생하는 프리

스트레스를 산정하면 [그림 2.3]과 같이 표현된다.

기본개념법으로 프리스트레스를 계산하면 인장재에 의해서는 압축력이 거더

하연에 작용함에 따라 축방향 압축응력과 부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이 발생하

며, 압축재에 의해서는 인장력이 거더 상연에 작용함에 따라 축방향 인장응력

과 부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축방향응력이 같다면 서로 상쇄

되고, 휨응력은 중첩이 되어 휨 성분만 존재하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다.

등가하중법으로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산정하면 등가의

연직하중과 단부모멘트로 치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인장재는 포물선 배치이

므로 등가의 상향 분포하중으로 치환되고, 거더에 부모멘트에 의한 휨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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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경간 중앙부 프리스트레스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등가하중에 사용되는 편심거리는 인장재의 단부 배치

높이로부터 경간 중앙부에서 인장재의 배치 높이의 거리가 된다. 단부모멘트

는 인장재의 축방향력과 압축재의 축방향력이 상쇄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되는 최종 프리스트레스는 동일하지만, 등가하중법이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역학적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

한다. 즉, 등가하중법으로 설명되는 동시긴장 시스템의 프리스트레스는 인장재

의 포물선 배치에 따른 등가하중의 편심은 증대되지만 정착력에 의해 단부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시긴장 시스템의 프리스트

레스를 엄밀하게 분석하면 압축재는 인장재의 포물선 배치에 대한 편심을 증

가시키고, 단부편심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 거더에 직접적인 프리스

트레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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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량 측정

2.4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특성

(1) 거동개요

포스트 텐션 및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시스템에서는 프리스트

레스의 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잭의 반력을 콘크리트가 지지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텐션에서는 인장재의 긴장력 반력에 의해 콘크리트에 탄성수축변

형이 발생하며, 포스트 컴프레션에서는 압축재의 압입력 반력에 의해 콘크리

트의 탄성신장이 발생하고, 유압잭 제거에 따른 국부적인 탄성수축이 발생한

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긴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인장재를 신장시키는 긴장잭의 반력이 동

시긴장 연결구를 통하여 압축재로 전달되어 압축재가 지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콘크리트가 탄성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재가 탄성수축 한다. 압축재가

탄성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착장치인 동시긴장 연결구가 콘크리트에 고정되

지 않고 압축재의 탄성수축 방향인 교축방향으로 거동하여 탄성변형을 수용하

고 긴장잭의 반력을 지지하여야 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2개의 동시긴장 연결구가 거동하면서 압축재의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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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을 수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림 2.4]와 같이 세 가지의 거동값이 나타난

다. 즉 포스트 텐션에서와 같이 강선의 늘음량( )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을 측정할 수

있다.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을 파악한다는 것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

는 단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세 값을 이용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에 작용하는

축력을 산정함으로써 도입하는 긴장력의 크기에 따라 실구조에 도입되는 프리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결구의 거동에 따른 변화

긴장측 연결구는 긴장력에 의한 압축재의 탄성수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외

부의 고정장치가 없다면 거더 내측으로 거동을 하게 되는 반면, 비긴장측 연

결구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 평형상태에 따라 거동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비긴장측 연결구 위치에서 인장재는 연결구를 거더 내측으로 당겨오려는 힘

을 가지고 있고, 압축재는 연결구를 거더 외측으로 밀어내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가령 인장재와 압축재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는 마찰력의

총합이 같은 경우에는 비긴장측 연결구의 위치에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이

같기 때문에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장재의 마

찰력이 커서 압축재의 축력이 큰 경우에는 비긴장측 연결구가 거더외측방향으

로 이동하고, 압축재의 마찰력이 커서 인장재의 축력이 큰 경우에는 거더내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비긴장측 연결구가 이동하면 인장재와 압축재에서

는 탄성변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탄성변형의 변화는 PS강재의 축력 변

화를 동반한다.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을 연결구별, 방향별로 나누어 정리하

면 [그림 2.5] 및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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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개요도

구분 거동방향 원인 변화

긴장측
연결구

거더외측
(A1)   압축재의 축력감소

거더내측
(A2)   압축재의 축력증가

비긴장측
연결구

거더외측
(P1)  

압축재의 축력감소
혹은

인장재의 축력증가

거더내측
(P2)  

압축재의 축력증가
혹은

인장재의 축력감소

표 2.1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원인과 거동시 변화

연결구가 거더외측으로 거동을 하면 인장재의 힘이 점차 증가하거나 압축재

의 힘이 감소하고, 거더 내측으로 거동을 하면 압축재의 힘이 점차 증가하거

나 인장재의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한계가 있게

된다. 즉 비긴장측 연결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이 동일

해지는 방향으로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이동을 하고, 축력의 평형

이 이루어지면 거동을 멈추게 된다. 개념적으로 정리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

장시 거동을 3장에서 수식으로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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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장단계의 작용력

긴장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어떻게 고려할 것

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는 6가지 종류

가 있다. 이들 중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과 강선의 릴랙세이션을 장

기거동으로 분류하고, 긴장재와 콘크리트의 마찰손실, 콘크리트의 탄성수축손

실, 정착장치의 슬립을 즉시손실로 분류한다.

장기거동에 의한 손실은 긴장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긴

장시 정식화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정착장치의 슬립은 긴장력을 제거

할 때의 거동으로 추후에 논의할 수 있으며,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콘크리트

가 탄성수축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의 탄성변형에 의한 손실은 무시할 수 있

다. 따라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단계 거동을 정식화함에 있어서는 PS강재

와 콘크리트의 마찰손실만을 고려하면 된다.

PS강재와 콘크리트의 마찰손실은 누계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파상마찰과 누

계각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곡률마찰로 구별된다. 따라서 PS강재가 길고 곡률

의 변화가 많을수록 마찰에 의한 축력손실이 크다.

또한 동시긴장 연결구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데,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에서

도 인장재와 압축재에 의한 축력은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긴장측 연

결구에서는 인장재를 긴장하는 반력을 압축재가 지지하기 때문에 축력의 평형

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마찰손실을 고려하여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비긴장측에서는 축력의 평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장재와 압

축재는 배치에 따른 길이와 단면적 등이 다르며 마찰계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 동시긴장 연결구에서 힘의 평형을 고려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을 역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식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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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장재의 배치

제 3 장 동시긴장 시스템의 역학적 거동 연구

3.1 역학적 거동 원리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압축재인 PS강봉은 거더 상부에 직선으로 배치되며,

인장재인 텐던은 양단부에서 압축재와의 축력의 평형을 위해서 직선의 형상을

가지지만 거더 중앙부에서는 휨 프리스트레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간

중앙부에서 인장재가 거더하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포물선이 연결된 배치형상

을 가진다(     +  +  +  +     ). 인장재는 곡률의 방향은 다르

지만, 곡률의 크기가 같은 포물선으로 배치한다면, [그림 3.1]과 같다.

압축재는 직선으로 배치하여 곡률마찰에 의한 손실은 무시하고, 인장재에서

포물선의 곡률이 일정하게 배치되도록 하여 긴장시 거동을 정식화 하였다. 또

한 동시긴장 연결구와 콘크리트 거더사이의 마찰은 무시하였다. 정식화에 사

용되는 문자 및 이에 대한 정의는 [표 3.1]과 같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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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정의 기호 정의

 압축재의 탄성계수  인장재의 탄성계수

 압축재의 단면적  인장재의 단면적

 긴장측 단부로부터 직선거리  긴장측 단부로부터 인장재 길이

  ∼의 인장재 누계길이  ∼의 인장재 누계 각변화

 시점측 직선구간 길이  종점측 직선구간 길이

 포물선 구간의 4등분 길이  포물선 구간의 곡률



긴장력(=긴장잭에 의해 연결구에
작용하는 반력)



비긴장측 고정측 연결구에서의
최종 상호반력

 인장재의 축력 절대값  압축재의 축력 절대값

 인장재에 작용하는 마찰력  압축재에 작용하는 마찰력

 인장재의 파상마찰계수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

 인장재의 곡률마찰계수  압축재의 총길이


인장재의 마찰력방향이 바뀌는
위치의 값(Case 2)


압축재의 마찰력방향이 바뀌는
위치의 값(Case 3)

 긴장측 연결구의 변위  고정측 연결구의 변위

 압축재의 탄성수축량  인장재의 탄성신장량

 인장재의 늘음량

표 3.1 정식화를 위한 기호정의

긴장측에서 의 힘으로 도입된 긴장력은 비긴장측으로 갈수록 마찰손실이

발생하여 PS강재인 인장재와 압축재에서 축력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때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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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직선으로 배치되어 곡률마찰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장재보다 간략

하게 표현되며,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작은 경우 식 (3.1)과 같이 선형화된 식

으로 표현된다[1,5,24].

 
≒ (3.1a)

 
 ≒ (3.1b)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인장재의 배치를 [그림 3.1]와 같이 직선구간과 포물선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임의의 위치에서 인장재의 누계길이와 누계 각변화

는 [표 3.2]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누계 길이 누계 각변화

∼  0

 ∼  sin  

  
 sin  

  


 ∼       sin  

  
   sin  

  


 ∼       sin  

  
   sin  

  


 ∼      sin  

  
   sin  

  


 ∼        

표 3.2 인장재의 누계길이와 누계각변화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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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재의 포물선은 원곡선으로 가정하였으며, 삼각함수로 표현된 함수는 상

대오차 2%내에서 sin ≅ i f   이고, 포물선의 곡률이 같은 것으

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누계길이와 각변화를 아래와 같이 간략화할 수 있다.

 










 ≤ ≤ 






 ≤≤

  ≤≤

(3.2a)

 










 ≤ ≤ 




  ≤≤

  ≤≤

(3.2b)

간략화된 누계길이 및 누계각변화량인 식 (3.2)를 축방향력 산정식인 식

(3.1)에 대입하면, 종방향 위치에 따른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을 계산할 수

있고, 특히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압축재에 작용하는 축력은 , 인장재에

작용하는 축력은 로 산정할 수 있다.

긴장측 연결구에서는 긴장력을 압축재가 부담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거더와

동시긴장 연결구의 마찰을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힘의 평형이 발생하지만, 비

긴장측 연결구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손실 크기에 따라 비긴장측 연결

구의 거동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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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시긴장 시스템의 역학적 거동 정식화

3.2.1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력이 같은 경우(Case 1)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력이 같다는 것은 단위길이당 마찰력이 같다는 의미

가 아니라 인장재의 전구간에 걸친 마찰력의 총합과 압축재의 전구간에 걸친

마찰력의 총합이 같다는 의미이다.

긴장측 연결구에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의 크기가 같다면 비긴장측 연결

구에서도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비긴장측 연결구의 위치에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비긴장측 연결구는 거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3a)

 이므로   (3.3b)

이러한 조건에서는 비긴장측 연결구가 거동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측 연결구

의 거동량만으로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을 산정할 수 있고, 인장재의 늘음량에

서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을 제하면 인장재의 탄성신장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축방향력을 거리에 따라 적분하고 이를 축

방향 강성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력이 같

은 경우 중 가장 단순한 것은 마찰이 없는 경우이며, 마찰이 없는 경우에 있

어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는 [그림 3.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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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찰이 없는 경우(Case 1)의 축력분포 개념도

이렇게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력 총합이 같은 경우,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

동량()은 없고,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압축재의 탄성수축량()으로

표현되며, 인장재의 탄성신장량()은 인장재의 늘음량( )에서 압축재의 탄성

수축량을 제한 값으로 표현된다.

   







 (3.4a)

  (3.4b)

 







   (3.4c)

   (3.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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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은 마찰력이 있으면서 마찰력의 총합이 같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

다. 마찰력이 같다면, 식 (3.4)와 같이 비긴장측 연결구는 거동하지 않으며, 인

장재의 늘음량( )은 인장재 탄성신장량()와 압축재의 탄성수축량()의 합으

로 표현된다.

3.2.2 인장재의 마찰력이 큰 경우(Case 2)

이 조건에서는 인장재의 마찰력이 압축재의 마찰력보다 크기 때문에 인장재

의 축력감소가 압축재의 축력감소보다 크다. 따라서 긴장측 연결구에서 축력

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면, 비긴장측 연결구에서는 압축재의 축력이 인장재의

축력보다 크게 된다.






 




 (3.5a)

 이므로    (3.5b)

축력의 분포가 [그림 3.3(a)]와 같이 되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이 발생하는데, 연결구를 거더 외측방향으로 밀

어내려는 압축재의 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거더 외측방향(P1)으로 거동한다.

비긴장측 연결구가 거더 외측으로 거동함에 따라 인장재의 축력이 증가하게

된다. 긴장측 연결구에서 힘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인장

재의 축력을 증가시키려는 움직임에 따라 인장재 내에서는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a)이 존재하게 되고, 이 점을 기준으로 비긴장측 연결구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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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력분포(평형조건 불성립) (b) 축력분포(평형조건 성립)

(c) 마찰력의 분포

그림 3.3 축력 및 마찰력 분포 개념도(Case 2)

인장재의 힘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마찰계수는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하므로 인장재의 축력변화는 기울기가 대칭되어 축력의 평형이 발생할

때까지 움직이게 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의 축력변화 및 마찰력의 분포를

[그림 3.3]의 (b)와 (c)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인장재 내에 있어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인장재 마찰력의

총합과 압축재 마찰력의 총합이 같게 되므로 식 (3.6)와 같이 표현되며, 이러

한 힘의 분포에 따라 긴장측 연결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긴장측 연결구에서도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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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

 이므로   (3.6b)

동시긴장 시스템에서의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은 식 (3.7)과 같이 표현되며,

인장재에서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a)을 기준으로 축방향력을 산정하는

식의 변화가 발생한다.

 
 (3.7a)

 









  ≤ ≤ 


   ≤ ≤

(3.7b)

마찰력이 바뀌는 점(  )의 위치는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축력이 같음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3.8a)








 (3.8b)

이 거동에서는 긴장측 연결구와 비긴장측 연결구의 상대거동량을 이용하여

압축재의 탄성변형을 산정할 수 있으며,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마찰력

의 방향이 바뀌는 점부터 인장재의 탄성변형량과 같음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장재의 늘음량은 인장재의 탄성변형량과 긴장측 연결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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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의 합에서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을 감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이는 곧

인장재의 탄성신장량과 압축재의 탄성수축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3.9a)

 







 (3.9b)

 







     (3.9c)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그림 3.4]와 같이 교량종방향에 대한 축력

의 분포를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축방향 탄성변형량

은 종방향 거리에 대한 축력의 적분량을 축방향강성으로 나누는 값으로 표현

되기 때문이다. 축방향력의 분포를 이용하여 Case 2에 대한 동시긴장 시스템

의 거동량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5]과 같다.

(a) 인장재의 탄성변형량 (b) 압축재의 탄성변형량

그림 3.4 축력분포와 PS강재의 탄성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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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

(b)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

(c) 인장재의 늘음량( )

그림 3.5 축력분포와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량(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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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압축재의 마찰력이 큰 경우(Case 3)

이 조건은 인장재에 있어서 마찰력 절대값의 총합이 압축재에 있어서 마찰

력 절대값의 총합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긴장측에서 인장재와 압축재

의 축력이 평형을 이룬다면 비긴장측 연결구에서는 압축재의 축력이 인장재의

축력보다 작게 된다.






 




 (3.10a)

 이므로    (3.10b)

이에 따라 [그림 3.6(a)]과 같은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가 나타나게 된

다. 즉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위치( )에서는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지

고 가 증가할수록 마찰력의 감소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긴

장측 동시긴장 연결구 위치()에서는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Case 2와 반대로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인장재의 힘이 크기 때문

에 연결구가 거더 내측(P2)으로 거동하고, 거동에 따라 압축재 축력은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압축재 내에서는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

()이 존재하게 되고, 축력의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게 된다.






 









 (3.11a)

 이므로   (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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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력분포(평형조건 불성립) (b) 축력분포(평형조건 성립)

(c) 마찰력의 분포

그림 3.6 축력 및 마찰력 분포 개념도(Case 3)

이러한 거동에 따른 축력 및 마찰력의 분포를 [그림 3.6]에 나타냈으며, 이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은 식 (3.12)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압축재에서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의 위치는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인장재와 압축

재의 축력이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식 (3.13)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 ≤

(3.12a)

 
 (3.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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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a)

 


(3.13b)

긴장측 연결구와 비긴장측 연결구의 상대거동량이 압축재의 탄성변형이 되

며,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부터 압축재의 탄

성변형량이 된다. 이에 따른 인장재의 늘음량은 인장재의 탄성변형량과 긴장

측 연결구 거동량 및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의 합으로 표현되며, 이는 Case

1과 Case 2에서와의 마찬가지로 인장재의 탄성신장량과 압축재의 탄성수축량

의 합으로 표현된다.

 







 (거더내측이 +) (3.14a)

 







 (3.14b)

 







     (3.14c)

Case 3인 경우에 대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에 따라 동시긴장 시스

템의 거동량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7]와 같다. 즉 긴장측 연결구의

이동량은 시점부터 마찰력 변화점까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으로 표현할 수 있

으며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마찰력 변화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이다. 인장재의 늘음량은 이러한 압축재의 탄성변형량과 인장재의

탄성변형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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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

(b)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

(c) 인장재의 늘음량( )

그림 3.7 축력분포와 동시긴장 시스템의 개념거동량(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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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 요약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에서는 긴장력을 콘크리트 거더가 지지하기

때문에 거더의 탄성수축이 발생하지만,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긴장측 및 비

긴장측의 동시긴장 연결구가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의한 긴장력을 지지하기 때

문에 일반적인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단계와는 다른 거동이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정식화에 따르면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을 몇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은 인장재와 압축재에 있어 마찰력 총

합의 크기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즉 인장재와 압축재에 있어서 마

찰력의 절대값 크기가 같은 경우(Case 1)에서는 비긴장측 연결구가 거동하지

않으며, 인장재의 마찰력이 큰 경우(Case 2)에서는 거더외측 방향으로 거동을

하고, 압축재의 마찰력이 큰 경우(Case 3)에서는 거더내측 방향으로 거동한다.

둘째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비긴장측 연결구 위치에서 인장재와 압축

재의 축력 평형이 이루어지는 양만큼 거동을 하며 이는 마찰력의 방향이 변하

는 PS강재(인장재 혹은 압축재)의 마찰력 방향 변화점부터 비긴장측 연결구까

지의 탄성변형량으로 계산된다. 즉 Case 2에서는 인장재의 탄성변형, Case 3에

서는 압축재에 대한 탄선변형의 값 중에서 마찰력 방향변화점부터 비긴장측

연결구까지의 값이다

셋째 마찰계수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동시긴장 연

결구의 상대거동량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과 일치하며 긴장측 연결구로부터

인장재의 상대변형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장재의 늘음량은 압축재 탄성변형

량과 인장재 탄성변형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표 3.3]에 정리하였으며,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손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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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Case 1)은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이 없고( ), 마찰력 방향변화

점이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인 경우( 혹은  )에 대해서 Case 2나

Case 3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구 분 Case 2 Case 3

조건 




  




 




  




 

압축재의

탄성변형량











인장재의

탄성변형량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 







 










거동방향 거더외측 거더내측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
     

강선 늘음량
 

 

 
 

표 3.3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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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시긴장 시스템의 추가고려사항

3.3.1 동시긴장 연결구가 고정된 경우

앞 절에서 정식화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은 긴장측과 비긴장측의

동시긴장 연결구의 종방향 거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대한 것이다. 만약 양측의

동시긴장 연결구가 모두 고정된다면 압축재의 탄성변형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

므로 동시긴장 시스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즉 이 경우는 압축재에는 아

무런 힘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포스트 텐션과 동일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

되게 된다. 그러나 긴장측 혹은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 중 일측만 고정된

경우에는 휨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될 수 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경우와 다른 거

동을 하게 된다.

(1) 긴장측 연결구만 고정된 경우

동시긴장 시스템의 종방향 거동에 대한 외적 저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결구의 거동은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의 관계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따라

서 축력의 분포를 통하여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을 계산하고 압

축재의 탄성수축량과의 관계를 통하여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을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에 외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

는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만 거동을 하게 된다. 이때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과 동일하며 방향은 거더내측방향이 된다.

압축재의 탄성변형이 비긴장측으로부터 긴장측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장측에서 비긴장측 방향으로 가면서 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

용하며, 인장재에는 비긴장측으로 갈수록 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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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축력의 분포 그래프는 [그림 3.8]과 같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축력의 평형은 식 (3.15)와 같고, 이때 고정점에 작용하는

반력()은 인장재의 마찰력 총합과 압축재의 마찰력 총합을 합한 것으로 표

현되어 PS강재(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이 없는 경우는 고정점에 작용하는 반

력없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3.15a)

 




 




 (3.15b)

  (3.15c)

그림 3.8 긴장측 연결구가 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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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측 연결구는 거동하지 않으며,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비긴장측 연결구

의 거동량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인장재의 늘음량에서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을

제외하면 인장재의 탄성변형량이 된다.

이러한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정 지지반력에 의한

긴장력 손실도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량인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에 반영이 되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해 실제 구조에 도입되는 휨

프리스트레스를 산정할 수 있다.

(2) 비긴장측 연결구만 고정된 경우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가 고정된 경우에는 인장재에 작용하는 힘이 모두

압축재에 전달되게 된다. 이에 따라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에서는 힘의 평형

이 성립되며, 압축재 마찰력의 방향과 인장재 마찰력의 방향이 모두 비긴장측

으로 갈수록 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포하게 된다. 비긴장측 연결구에서

발생하는 힘의 차이는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를 고정하는 힘에 의해서 평

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절이 된다.

비긴장측 연결구를 고정하는 지지력의 크기와 방향은 압축재와 인장력의 마

찰력 총합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고, 평형조건 및 축력의 분포는 식 (3.16)과

[그림 3.9]와 같다.

  (3.16a)

  (3.16c)

 




 




 (3.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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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2 (b) Case 3

그림 3.9 비긴장측 연결구가 고정된 경우

3.3.2 동시긴장 연결구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앞서 기술한 사항은 동시긴장 연결구가 고정되어 모든 힘을 저항하는 경우

에 대한 것이다. 실제 구조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의 설치와 그라우팅뿐만 아

니라 확인긴장을 통하여 경간 중앙부를 기준으로 대칭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시긴장 연결구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긴장 시스템의 종방향 거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긴장 연결구 측면에는 홈을 설치하고 구조물에 설치된 가이

드부재와의 상관배치를 하는 경우, 가이드 부재와 동시긴장 연결구간에 마찰

력이 존재한다. 이 마찰력은 수직항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윤활제 등을 통하

여 마찰계수를 감소시키므로 크지 않다. 아래에서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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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장측 연결구에만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긴장측 연결구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인장재를 신장하는 힘이 압축재로 모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난다.

비긴장측 연결구에서의 인장재와 압축재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인장재의 힘

이 큰 경우와 압축재의 힘이 큰 경우로 나누어지며, 압축재의 힘이 큰 경우

(Case 2)는 [그림 3.10]의 축력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즉, 긴장측에서는 마찰력

에 따라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 차이가 발생하고,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a)의 위치가 점점 더 비긴장측으로 움직여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이

동량이 감소하다가([그림 3.10(a)]) 마찰력(Pf)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비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방향이 반대가 되며([그림 3.10(b)]), 점차 긴장

측 동시긴장 시스템이 고정이 되는 경우([그림 3.8])로 수렴하게 된다.

압축재의 마찰이 큰 경우(Case 3)은 압축재에 있어 마찰력의 변화점이 점점

긴장측으로 이동하며, 최종단계에서는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가 고정된 상태

로 수렴하게 된다.

(a) 마찰이 작은 경우 (b) 마찰이 큰 경우

그림 3.10 긴장측 연결구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축력분포(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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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긴장측 연결구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축력분포(Case 3)

(2) 비긴장측 연결구에만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비긴장측 연결구에만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는 첫 번째의 경우와 달리 긴

장측에서는 인장재의 힘이 압축재로 모두 전달되며, 비긴장측에서는 마찰력이

인장재의 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이 줄어

든다. 이러한 거동에서는 마찰력이 증가하여도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긴장측에서 축력이 같다면,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

손실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방향이 바뀌기 때문

이다. 따라서 비긴장측 연결구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인장측과 압축측의 마찰

력 총합의 차이보다 커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의 위치가 점차로 비긴장측으로 이동

을 하면서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는 비긴장측 연결구가 고정된 경우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림 3.12]에서는 인

장재의 마찰이 큰 경우(Case 2)에 대한 축력분포를 표현하였으며, 압축재의 마

찰이 큰 경우(Case 3)의 축력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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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찰이 작은 경우 (b) 마찰이 큰 경우

그림 3.12 비긴장측 연결구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축력분포(Case 2)

이때에는 압축재의 탄성수축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긴장 연결구의 상

대거동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도 줄어들게 된다.

(3) 양측 동시긴장 연결구에 모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양쪽의 동시긴장 연결구가 모두 고정이 되면 압축재에 의한 프리스트레스가

배제되기 때문에 축방향 성분의 프리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휨 프리스

트레스는 도입되지 않지만 일부의 마찰이 존재하더라도 압축재에 탄성변형이

발생하면 휨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다. 실제 구조물에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시긴장 연결구의 수직항력이 작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부재와의

동시긴장 연결구의 홈에는 여유치가 있기 때문에 마찰계수도 작아서 마찰력이

크지 않으므로 긴장단계에서 불확실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양측에 모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는 앞서 기술한 각각의 동시긴장 시스템

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의 조합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중요한 원칙을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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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탄성변형량 (b) 최소탄성변형량

그림 3.13 마찰에 의한 인장재의 탄성변형량 변화(Case 2)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시긴장 시스템이 고정되거나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장재의

탄성변형량의 감소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인장재에

직접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긴장측 연결구 위치에서 인

장재에 작용하는 힘은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

동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인장재의 탄성수축량 감소는 인장재의 마찰이 큰

경우(Case 2)에서만 존재하고, 이 값은 인장재에 있어 마찰력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긴장측 혹은 비긴장측 연결구에 발생하는 고정력

이나 마찰에 의하여 개별 연결구의 거동량이 달라지지만, 이때에도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양측 연결구의 상대 거동량이다.

셋째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을 저항하는 힘은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

량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동시긴장 시스템

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려면 동시긴장 시스템과 콘크리트 거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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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의 불확실성을 허용치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긴장측에서 측정되는 인장재의 늘음량은 여전히 인장재의 탄성변형량

과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3.3.3 슬립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포스트 텐션에 의한 긴장시와 같이 동시긴장 시스템에 있어서도 긴장

후 긴장력을 제거할 때, 정착장치의 슬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슬립손실에 대하여 인장재의 마찰이 압축재의 마찰보다 큰 경우(Case 2)에

대하여 정식화를 하였다[34].

인장재의 마찰이 압축재의 마찰보다 크면, [그림 3.14]과 같은 축력분포를 나

타낸다. 이러한 축력분포는 긴장력을 도입하고, 인장잭을 제거하기 전 단계로

서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 긴장측 연결구의 평형:     

· 비긴장측 연결구의 평형:     

(1)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거동분류

정착장치에서 슬립이 발생하는 것은 인장재의 축력이 단부에서 손실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정착장치의 슬립에 따른 기본거동

은 긴장측 연결구에서 평형을 이루던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에 변화가 발생

하는 것이다. 즉 인장재의 힘이 감소함에 따라 긴장측 연결구가 거더외측방향

으로 이동함으로써 압축재의 축력에도 감소가 발생하여 다시 힘의 평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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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슬립손실전 축력분포

루게 된다.

긴장측 연결구에서의 축력의 변화는 슬립손실의 크기와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 즉 마찰손실의 분포에 따라 비긴장측 연결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

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정착장치 슬

립에 따른 거동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슬립손실량이 작거나 마찰손실이 큰 경우(Type 1)이다. 이때에는 정

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는 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

에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만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인장재의 마찰손실은 크지만

압축재의 마찰손실이 크지 않아서 정착장치의 슬립에 의한 영향이 비긴장측

연결구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Type 2)이며, 세 번째는 정착장치 슬립량이

크거나 인장재의 마찰손실도 크지 않아서 슬립손실에 따른 영향이 PS강재 전

체의 축력분포에 영향을 주는 경우(Type 3)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축력 분포의 변화와

이에 따른 동시긴장 시스템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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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Type 1인 경우 축력분포

(2) 슬립손실의 영향이 작은 경우(Type 1)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작거나 기존의 마찰손실량이 큰 경우에는 정

착장치 슬립에 따라 [그림 3.15]와 같은 축력의 분포가 발생하여, 마찰력의 방

향이 바뀌는 점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긴장측 연결구는 거더외측으로 이동을 하지만, 비긴장측 연결구

에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은 변화하지 않고, 압축재의 일부구간에만 축방

향력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거더전장이 짧고, 마찰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착장치 슬립량은 [그림 3.15]에서 색칠한 부분의 면적

으로 대응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슬립량은 압축재의

축력에 있어 기울기의 변화점(c)의 위치가 단부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한 최대 슬립량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데, m ax ≥  이면 Type 1이

되고,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Type 1의 거동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를 만족하는 을 산정하고,



- 54 -

이에 따른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 인 산정

max


 × × 

 


 ×  × 

상기 식으로 산정된    를 만족하는 값을 산정하여, 아래의 식에

대입함으로써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을 산정할 수 있다.

 


   ×    ×   

(2) 슬립손실의 영향이 다소 큰 경우(Type 2)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커지면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뿐만 아니라

비긴장측 연결구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거동은 압축재의 축력변화

에 따른 영향이며 인장재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그림 3.16]과 같은 축

력의 분포가 발생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압축

재 축력의 영향이 비긴장측 연결구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긴장측 연결구 뿐

만 아니라 비긴장측 연결구에도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동시긴장 연결구들

이 긴장단계와 반대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압축재에서는 전구간에 힘의

변화가 발생하고, 인장재에서는 일부구간에서만 힘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 되며 최대 슬립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max ≥ 

인 경우는 Type 2로 거동하고, 이외의 경우는 Type 3로 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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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Type 2인 경우 축력분포

max


 × × ×

 


 ×  × 

이러한 조건에서 강봉의 축력변화를 이용하여, 비긴장측 연결구 위치에서

강봉의 축력을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 즉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에 따

른 인장재의 축력변화점 중에서 보다 큰 위치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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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Type 3인 경우 축력분포

(3) 슬립손실의 영향이 큰 경우(Type 3)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Type 2에 비해서 더 커지면 인장재의 전체에

서도 힘의 변화가 발생하여, [그림 3.17]와 같은 축력의 분포가 발생한다.

이때에도 Type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장측 연결구도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거더 외측으로 이동하지만, 압축재의 축력감소에 따라 비긴장측 연결

구도 거더내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 ×

  


× ×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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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긴장 후에 정착장치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축력변화와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

러한 정리는 인장재의 마찰력이 압축재의 마찰력보다 크다는 조건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나, 정식화의 과정은 다른 조건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3.3.4 동시긴장 시스템의 평행이동

앞에서 살펴본 변화들은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이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 시스템에서

는 힘의 변화를 동반하는 변화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포스트 텐션에서는 인장재의 탄성변형에 의한 늘음량 외에도 콘크리트

의 탄성수축, 콘크리트 거더의 솟음변형, 긴장잭 내에서 인장재의 늘음량, 비

긴장측에서 웨지의 정착에 따른 늘음량 등과 같이 힘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거동을 고려하여 긴장작업을 수행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콘크리트의 탄

성수축에 의한 늘음량은 없지만 잭내 늘음량이나 웨지정착에 의한 늘음량, 거

더의 솟음변형 등은 존재하게 된다.

잭내 늘음량은 긴장잭 내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늘음

량이므로 동시긴장 시스템에서의 거동량 중에서는 인장재의 늘음량()에만 영

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비긴장측 정착구에서 웨지의 정착에 의한 늘음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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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의 솟음에 따른 늘음량은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의 변화없이 발생

하는 값이므로 긴장측과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 )과 인장재의 늘음량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마찰계수에 따라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분포형상이

변화하고, 마찰계수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보면

마찰계수는 긴장되는 힘과 거더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20], 도입되

는 힘의 크기 등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인장재 혹은 압축재

상에서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점의 위치도 변하게 되므로 인장재 축력

과 압축재 축력이 변하지 않는 이동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에는 영향을 주

지 않지만,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에는 영향을 주는 거동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값들 중 인장재 웨지의 정착과 같이 일부 정량화 할 수 있는 값들

도 있으나 마찰계수의 변화나 마찰력 방향변화점의 위치에 따른 변화는 그 값

이 크지 않지만 정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은 불확실성의 범주에

두어 오차로 평가하여 허용치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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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시긴장 시스템의 실험연구

동시긴장 시스템은 교량거더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휨응력을 상쇄시키는

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역학적

거동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론적으로 정식화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험체와

실교량의 거더에서 실시한 계측을 통해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4.1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PSC 거더 실험

4.1.1 실험목적 및 개요

(1) 실험목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존의 방법인 프리 텐션, 포스트 텐션은 오랜 기

간 동안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으며, 포스트 컴프레션 방법도 일본의 바

이프레 공법으로 다양한 교량구조물을 통하여서 검증되었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술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검증은 구조계산과 동일한 프리스트레스가

콘크리트에 도입되느냐와 이러한 프리스트레스에 대한 긴장관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동시긴장 시스템은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일체화하여 휨 프리스

트레스가 도입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

가 동시긴장 연결구에 의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거더와의 PS강재의

접촉은 텐던의 포물선 배치에 의해서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동시긴장 시스

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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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식화 된 프리스트레스와 계측된 프리스트레스가 동일한 것인지를 검

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 즉, 강선의 늘음

량과 긴장측 연결구와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이 정식화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대한 긴장관리

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실험개요 및 제작

가장 단순한 형상의 거더에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의 거동과 프리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폭이 450mm이고, 높이가

800mm인 단면을 가지는 길이 10.0m의 사각단면 PSC보 2개를 제작하였다. 비

교검토를 위하여 2개의 사각보 중 1개는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하여 휨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하였으며, 나머지 1개에는 이에 상응하는 포스트 텐션을 적용

하였다.

실험체 제작에는 설계기준강도 40MPa인 콘크리트와 극한강도가 1,900MPa인

직경 15.2mm 강연선을 사용하였다. 두 사각보에는 인장에 약한 콘크리트의 재

료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가닥의 강연선으로 구성된 텐던을 공통적으로 적

용하여, 직선형상으로 거더중앙에 배치하였다. 두 사각보 중 1개에 적용된 동

시긴장 시스템에서 압축재는 40mm의 강봉 2개(950/1,050MPa)를 적용하였으며,

인장재는 7가닥의 텐던을 적용하였다. 나머지 사각보에는 경간중앙부에서의

하연응력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9가닥의 텐던을 배치하였다.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사각보 중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실험체를

동시긴장보라고 명명하고 일반 포스트 텐션만 적용된 실험체를 일반긴장보라

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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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긴장보 일반긴장보

그림 4.1 실험체 단부 단면도

(a) 동시긴장보

(b) 일반긴장보

그림 4.2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인장재와 압축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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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서와 같이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단부단면 아래쪽에는 19

가닥의 텐던이 정착되며, 동시긴장보의 상부에는 동시긴장 연결구가 위치하고

있고 일반긴장보에는 9가닥의 텐던의 정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가닥의 텐던은 경간중앙부에서 거더 중앙

부를 관통하는데 실험체의 단부에서 조금 아래로 배치하여 정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 19가닥의 텐던배치는 두 실험체에서 동일하다. 동시긴장보에서는

압축재를 거더 상부에 직선으로 배치하고, 인장재는 포물선 배치하였으며 양

단부에서는 동시긴장 연결구에 의해 연결되도록 동시긴장시스템을 배치하였

고, 일반긴장보에서는 9가닥의 텐던을 동시긴장 시스템의 인장재와 유사한 형

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실험체들의 경간 중앙부 단면을 보면, 동시긴장보는 인장재와 압축

재를 위한 쉬스가 각각 상부와 하부에 배치되며, 일반긴장보에는 인장재를 위

한 쉬스가 하부에 배치되기 때문에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중앙부 단면계

수 차이가 존재한다.

공통으로 적용된 19가닥의 텐던에는 2,750kN의 긴장력을 도입하였으며, 동

시긴장 시스템에는 1,000kN의 긴장력을 도입하였고, 9가닥의 강연선에는

1,350kN의 긴장력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긴장력의 선정은 두 실험체의 경간

중앙부에 있어 콘크리트 하연의 응력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구분
단면계수 긴장력(kN)

A(m2) y(m) I(m4) 동시긴장 Tendon1
(19)

Tendon2
(9)

동시긴장보 0.3444 0.400 0.01919 1,000 2,750 0
일반긴장보 0.3471 0.404 0.01919 0 2,750 1,350

표 4.1 실험체 중앙부의 단면계수 및 긴장력



- 63 -

1. 베드 설치 2. 철근/쉬스관 설치 3. 단부 거푸집 설치

4. 강봉(압축재) 삽입 5.게이지 설치 6. 거푸집 설치

7. 콘크리트 타설 8. 강연선(인장재) 삽입 9. 프리스트레스 도입

10. 단부마감 11. 그라우팅 12. 완성

그림 4.3 실험체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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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시긴장보 일반긴장보

19가닥 9가닥 19가닥

설계늘음량(mm) 61.1 mm 59.7 mm 61.1 mm

계측늘음량(mm) 63 mm 60 mm 63 mm

오차 3.4 %     0.7 %        3.4 %

표 4.2 실험체의 포스트 텐션 늘음량

4.1.2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1) 포스트 텐션

프리스트레스 교량에서 긴장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구조계산의 프리스트레스

가 실제의 구조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스트 텐션에서

는 강선(인장재)의 늘음량 관리를 통하여 긴장관리를 수행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 있어서는 인장재인 강선의 늘음량과 함께 긴장측과 비긴

장측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을 모두 측정하여, 인장재와 압축재를 통한 휨

프리스트레스가 구조계산과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관리하게 된다.

사각보 실험에서는 포스트 텐션 긴장작업으로 19가닥 텐던 2개와 9가닥 텐

던 1개가 있고, 동시긴장 시스템 긴장작업이 1개 있다. 포스트 텐션의 긴장에

서 마찰손실과 함께 콘크리트의 탄성수축량 및 잭내 신장량과 웨지 정착에 의

한 늘음량을 고려하는 경우 19가닥 텐던의 예상신장량은 61.1mm이며, 9가닥

텐던의 예상신장량은 59.7mm이다. 계측신장량은 19가닥의 경우 두 사각보에서

모두 63mm로 계측되었으며, 9가닥은 60mm로 계측되었다. 포스트 텐션의 긴

장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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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텐션의 긴장관리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설계값의 ±5%이내이며, 본 실험에 적용된 포스트 텐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시긴장 시스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긴장 연결구에 대해 고정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은 인장재와 압축재의 마찰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배치를 살펴보면, 압축

재는 직선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곡률마찰에 의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파

상마찰의 손실만 발생한다. 반면 인장재의 경우 포물선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파상마찰의 길이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곡률마찰도 존재하게 된다.

포스트 컴프레션에서 압축재로 활용되는 강봉의 마찰계수에 대한 기존연구

는 많지 않다. 포스트 컴프레션의 경험이 가장 많은 바이프레 공법의 설계지

침에서는 쉬스의 상세에 따라 0.005~0.015/m의 파상마찰계수 값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3] 실제 교량현장에 적용된 강봉의 긴장에서는 6개의 강봉에

대한 긴장시 계측을 수행하여 0.0068~0.0088/m의 값을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

다[30,31]. 실험계측값의 평균은 0.0076/m이며, 표준편차는 0.0006/m이다[31]. 본

실험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0.0076/m를 압축재의 파상마

찰계수로 적용하였으며, 인장재의 파상마찰계수와 곡률마찰계수는 통상적인

PSC구조 설계에 많이 적용되는 값인 0.005/m와 0.25/rad을 적용하였다.

상기한 값을 적용한 결과, 실험체의 동시긴장 시스템은 인장재의 마찰력이

커서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가 거더외측으로 거동하는 Case 2의 경우인 것

으로 판명되었으며, 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는 거더내측으로 37.6mm 거동하

고, 비긴장측 동시긴장 연결구는 거더 외측으로 18.6mm 거동하는 것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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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시긴장 연결구

강선의 늘음량
긴장측 비긴장측

설계량(mm) 37.6 mm 18.6 mm 74.6 mm

계측량(mm) 36 mm 18 mm 77 mm

오차         -3.5 %         -2.2 %        3.8 % 

표 4.3.동시긴장 시스템의 예측거동량과 계측거동량

되었다. 그리고 인장재의 탄성신장량은 49.5mm이며, 이에 따른 인장재의 늘음

량은 웨지의 정착을 6mm로 고려할 경우 74.6m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설계신장량과 비교할 때, 계측신장량은 동시긴장 연결구가 36mm거동하였고,

비긴장측 연결구가 18mm만큼 거더외측으로 거동하며, 인장재의 늘음량은

77mm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값과 계측값을 비교한 결과,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방향은 서로 일치

하며, 거동량은 모두 허용치인 설계값의 ±5% 이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인 동시긴장 시스템의 상대거동은 설계값이 19.0mm이고,

계측값이 18mm이며, 인장재의 탄성변형량은 설계값이 58.6mm이고, 계측값이

59mm으로 계측값과 설계값의 비가 각각 95.3%, 98.8%이다.

(3) 프리스트레스에 따른 응력검토

사각보 실험에서 2개의 실험체를 제작한 것은 동시긴장 시스템과 일반 포스

트 텐션에 의한 교량거더의 도입응력과 강도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는 경간 중앙부 하연에서 자중과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응

력, 즉 가력하중을 재하하기 전의 응력수준을 유사하게 하기 위한 프리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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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긴장보 일반긴장보

단계 보 상연 보 하연 단계 보 상연 보 하연

자 중 -2.41 2.41 자 중 -2.36 2.41

19가닥 텐던 -7.99 -7.98 19가닥 텐던 -7.71 -8.13

동시긴장
(7개 텐던) 10.69 -10.69 9가닥 텐던 3.43 -11.08

계 0.29 -16.27 계 -6.64 -16.81

표 4.4 실험체 중앙부의 설계응력(MPa)

스를 도입하였다. 설계단계에서의 자중 및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응력을 비교

하면 [표 4.4]와 같다. 여기에서 자중에 의한 응력은 거더가 단순지지 조건인

경우에 대해 계산한 값이다.

설계단계에서의 응력을 보면, 동시긴장보의 중앙부에서는 압축재 쉬스가 상

부에 위치하고 인장재의 쉬스가 하연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중에 의한 상·하연

의 응력이 동일하지만, 일반긴장보에서는 인장재의 쉬스만 있기 때문에 거더

하연의 응력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으로 배치된 19가닥을 동일한

힘으로 긴장한 경우 쉬스배치에 의한 단면손실이 다소 있는 동시긴장보와 단

면손실이 작은 일반긴장보에서 서로 유사한 크기의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 동

시긴장 시스템에 의해서 상연과 하연의 응력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휨 프리스

트레스가 도입되지만, 9가닥의 텐던에 의해서는 휨 성분과 함께 축방향 성분

을 가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거더하연의 압축응력은 증가하지만

거더상연의 응력변화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단계에서 하연의 응력을 비교하면 두 실험체의 응력이 모두 –16.0MPa

에서 -17.0MPa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연의 응력은 큰 차이를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다. 외력에 의하여 거더 하연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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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연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연에 있어서 인장응력의 여유도

는 같지만 상연에 있어서 압축응력에 대한 여유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의 목적인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휨 프리스트레스 도입 여부와 동시

긴장 시스템의 긴장 단계 거동이 구조계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실험체 모두 19가닥 텐던의 프리스트레스를 먼저 도입한 후, 동시긴장 시스템

과 9가닥 텐던의 프리스트레스를 각각 도입하였다.

계산단계의 값과 실측단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사각보 실험체의 경

간중앙부 상부철근과 하부철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여 응력을 계측하였

다. 계측값과 계산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28,600MPa를 적

용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계산변형률과 계측된 변형률을 [그림 4.4]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가닥의 프리스트레스 추세선에서 거더상연

은 설계값과 잘 일치하지만, 거더하연의 압축응력은 설계값에 비해서 계측값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면지지상태로 제작된 실험체의 지지조건이 19

가닥의 긴장을 통해 양단지지로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

로, 두 번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면, 프리스트레스에 의함 휨응력으로 양단

지지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긴장완료시에는 설계값에 부합하는 변형률에 도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설계변형률에는 19가닥의 프리스트레스와 자중을 합산한 것으로

나타내었고, 실험체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이나 포물선으로 배치되어 휨변형

을 유발하는 9가닥 텐던의 프리스트레스 단계에서 최종 지지조건의 변화가 일

어나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를 모두 도입한 최종단계에서는 설계값과 계측값

이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에서는 하연의 압축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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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시긴장보의 긴장시 변형률

(b) 일반긴장보의 긴장시 변형률

그림 4.4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긴장시 변형률(mea:계측값, cal: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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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상연의 압축응력은 감소하여 휨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됨

을 확인할 수 있고, 9가닥의 포스트 텐션용 텐던을 긴장함에 있어서는 하연의

압축응력은 증가하지만 상연에서는 응력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전형적인

포스트 텐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각보에 대한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의 설계응력과 계측응력 비교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일반 포스트 텐션에 의한 긴장은 하연의 압축프리스트레스 도

입에는 유리하지만 상연의 압축응력 해소를 위한 프리스트레스 도입이 불가능

함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하면, 하연에 추가의 압축응력을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연에 압축

응력 해소를 위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

인 프리스트레스 거더설계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4.1.3 재하실험

(1) 3점가력 실험 및 결과

긴장단계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이 정식화 결과와 일치하는 것과 구조

계산과 같은 휨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극한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경간중앙부를 가력하는 3점가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3점 가력

실험은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교량거더의 극한강도까지 거동을 확인하고,

일반긴장보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체의 양쪽 단부로부터 거더내측으로 200mm가 떨어지도록 지점을 설치

하여 지간거리 9.6m인 단순보 지지조건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간중앙부에는

10,000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경간중앙부를 가력하였다.



- 71 -

(a) 동시긴장보 실험전경

(b) 일반긴장보 실험전경

그림 4.5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실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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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가력실험의 하중-변위곡선을 보면, 두 실험체 모두 전형적인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보 실험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연의 응력이 비슷한 두

실험체는 420kN~440kN의 하중에서 콘크리트 하연이 인장한계에 도달하여 강

성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1,000kN~1,150kN에서 극한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극한강도는 동시긴장보보다 일반긴장보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부에 배치된 강연선의 개수가 동시긴장보는 7가닥인데 비해, 일반긴장

보는 9가닥이기 때문이다. 동시긴장보에서는 강봉의 영향으로 극한강도 도달

후에도 미세한 추가의 연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력시험을 통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극한강도는 일반 프리스트레스

거더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동시긴장보 실험완료 (b) 일반긴장보 실험완료

그림 4.6 실험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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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시긴장보의 하중-변위곡선

(b) 일반긴장보의 하중-변위곡선

그림 4.7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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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도

축방향 압축성분을 가진 19가닥 텐던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후, 동시긴

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방향 성분을 배제한 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동시

긴장보와 비교할 때, 휨 성분을 포함하지만 축방향 성분을 배제하지 못하는 9

가닥의 포스트 텐션을 도입한 일반긴장보는 균열패턴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4.8]은 3점가력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두 실험체의 균열형상을 나타내

는 그림이다. 두 실험체 모두 하중가력위치인 경간중앙부 상연에서 콘크리트

의 파괴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으나 균열패턴은 차이가 난다. 즉 동시긴장보

에서는 작은 하중에 대해서 경간중앙부와 거더의 전장에서 연직방향 균열이

발생하지만, 경간중앙부를 제외하고는 하중이 증가할수록 경사방향 균열이 발

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긴장보에서는 축방향 응력이 지배적이

기 때문에 작은 하중부터 큰 하중까지 실험체의 전장에 걸쳐 연직방향 균열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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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시긴장보의 균열도

(b) 일반긴장보의 균열도

그림 4.8 동시긴장보와 일반긴장보의 균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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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실교량 거더 계측

4.2.1 목적 및 개요

(1) 목적

동시긴장 시스템의 기본적인 검증을 10m PSC 거더 실험체의 긴장시 거동과

프리스트레스 계측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시긴장 시스템을

실교량에 적용하여, 긴장단계의 거동과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짧은 길이의 사

각형 단면 거더뿐만 아니라 실제의 교량에 적용되는 단면과 길이의 거더에서

도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이 정식화 결과와 부합되는 지를 검증하는데 이 실

험의 목적이 있다.

(2) 대상교량 개요

대상교량은 경기도 포천시 일원에 설치된 우금1교이며, 경간장은 35m, 교폭

은 13.0m로 거더형고는 1.5m인 5주형 교량이다. 해당교량의 개별 거더는 3개

의 텐던을 이용한 포스트 텐션과 1개의 동시긴장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

스가 도입된다. 교량거더 중에서 중앙부에 위치하는 거더와 외측에 위치하는

거더에 대하여 긴장시 거동과 변형률을 각각 계측하여, 구조계산값과 계측값

을 비교하였다.

사각보 실험체와 실교량은 거더 단면 및 경간장의 차이도 있지만 압축재로

단일 강봉이 아니라 5개의 강봉으로 연결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강

봉의 연결은 압축력만 전달하기 때문에 큰 연결성능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보다 정확한 힘의 전달을 위해서 인장용 커플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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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전경

교량명 우금1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교량형식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PSC 거더

교장 35m @ 2 = 70m

교폭 13m (왕복2차선)

그림 4.9 실교량 적용교량개요

그림 4.10 교량의 횡단면도 및 거더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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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제작장 및 실거더 단면

실교량에 적용된 동시긴장 시스템은 사각보와 달리 거더의 폭보다 작은 블

록아웃을 설치하고, 강봉의 원활한 종방향 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각파이

프를 이용하여 가이드를 설치하였다.

4.2.2 긴장작업 및 결과

(1) 작업개요

사각보 실험에 있어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을 가장 나중에 긴장하였으나 실교

량에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긴장순서에 따른 프리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

하여 거더별로 긴장순서를 달리하였다. 대상교량의 외측거더(G1)는 동시긴장

시스템의 프리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내측거더(G3)는 3개의 포스

트 텐션용 텐던에 긴장력을 도입한 후, 동시긴장 시스템의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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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교량거더(35m)

설계
외측거더

(G1)
내측거더

(G3)

긴장측 연결구 거동량(mm)  86.1 83 94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mm)  7.0 2 12

인장재의 늘음량(mm)  282.7 301 307

표 4.5 실교량 거더의 설계신장량 및 계측신장량

설계단계에서는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이 긴장순서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

가 되는데, 긴장순서가 다른 외측거더와 내측거더의 결과를 비교하여 긴장순

서가 긴장시 거동과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

실교량인 우금1교에 적용된 거더의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도 인장재의 마찰이

압축재의 마찰보다 큰 경우로 거동하였다. 이에 따라 비긴장측 연결구는 거더

외측방향으로 거동하며, 인장재 내에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인 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구조계산에서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 0.007/m와 인장재의 파상마찰계수와

곡률마찰계수를 각각 0.005/m와 0.15/rad로 적용하였다.

긴장측 연결구와 비긴장측 연결구의 단순거동량을 보면, 두 거더는 동일한

거동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외측거더(G1)에서는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

이 계산값보다 모두 작으며, 내측거더(G3)에서는 모두 계산값보다 크고, 인장

재의 늘음량에서는 두 값 모두 계산값보다 클 뿐만 아니라 외측거더와 내측거

더간에도 6mm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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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재의 늘음량 차이는 긴장시 거더의 휨솟음변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콘크리트 거더는 전면지지상태로 제작되므로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의 휨이

자중보다 작은 경우는 솟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의 휨이 자중보다 커지게 되면, 지지조건의 변화가 발생

한다. 지지조건 변화 후에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른 솟음변형은 포물선인 텐

던의 배치형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추가의 늘음량을 유발한다. 대상교량의

외측거더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을 먼저 긴장하였고, 내측거더에서는 동시긴

장 시스템을 가장 늦게 긴장하였다. 이에 따라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단계에

서, 외측거더는 거더의 솟음변형에 의한 추가의 늘음량이 제한적으로 반영되

고, 내측거더는 솟음변형에 의한 추가 늘음량 6.7mm가 반영되기 때문에 두 거

더의 긴장값에는 차이가 있다. [표 4.5]의 계산값은 거더의 솟음변형에 의한

늘음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3)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검토

동시긴장 시스템에 있어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에 따른 거동량의 개

념적인 정리는 [그림 3.5], [그림 3.7]에 나타낸 바와 같다.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은 마찰력의 방향이 바뀌어 증가되는 축력에 따른

거동량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즉, 거동량은 인장재에 있어 마찰력의 방향변

화점으로부터 비긴장측 연결구까지 힘의 분포를 길이에 따라 적분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은 비긴장측 연결구의 거동과 강봉의

탄성수축량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장재의 늘음량도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연결구의 거동량 2개와 인장재의 늘음량이 측정이

되며, 이 세 가지 값을 활용하여 설계에서와 동일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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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림 3.5]의 산정법은 이상화된 산정법이며, 실

제 긴장에는 동시긴장 연결구에 작용하는 마찰 등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거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오차와 함께 예측 불가능한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도입

되는 프리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

이나 인장재의 늘음량이 아니라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 즉 힘에 의한

변형량이다.

동시긴장 시스템의 정확한 긴장관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거동값으로부터 인

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예측가능한 오차를 고려하고, 포스트 텐션에서처럼 긴장관리의 허용범위를 규

명하여야 한다.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 차(  )와 압축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오차( )와 규명이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불확

실성 오차(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상 가능한 오차는 압축

재의 휨변형에 의한 추가변형 등이 있고,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는 계측오차,

마찰거동에 의한 오차, 압축재 재료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 유압의 오차 등

이 있다.

       ±  (4.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압축재의 거동량을 살펴보면, 실교량의 인장결과에서

동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들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압축재

의 탄성수축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시긴장 연결구의 상대적인 거동량은

차이가 작고, 설계값과 계측값이 허용한계내의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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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단위:mm)

실교량거더(35m)

설계 외측거더
(G1)

내측거더
(G3)

긴장측 연결구 거동량  86.1 83 94.2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  7.0 2 12

연결구의 상대거동량 - 79.1 81 82

오차 2.3% 3.4%

표 4.6 동시긴장 연결구의 상대거동량

동시긴장 시스템의 정식화를 참고하면, 인장재의 탄성변형량은 늘음량과 동

시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실험대상교량에서와 같이

비긴장측 연결구가 거더외측으로 거동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장재의 변형량

을 식 (4.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4.2)에 늘음량에서의 오차와 함께 압축재에서의 오차를 고려하면 인장재

의 탄성신장량은 식 (4.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인장재 늘음량의 오차는 콘크

리트의 솟음변형에 의한 추가신장량, 잭내 신장량, 비긴장측 웨지의 정착에 따

른 늘음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4.2)

     ±     ±   (4.3)

이러한 값들은 포스트 텐션의 긴장에서도 고려하는 값으로, 동시긴장 시스

템에 적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솟음에 의한 신장량은 6.7mm이며, 잭내 신장량

은 2.3mm, 웨지정착에 의한 늘음량 6.0mm이다. 이 값들을 고려하여 인장재의

탄성신장량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83 -

구분(단위:mm)

실교량거더(35m)

설계
외측거더

(G1)
내측거더

(G3)

긴장측 연결구 거동량  86.1 mm 83 mm 94 mm

비긴장측 연결구 거동량  7.0 mm 2 mm 12 mm

인장재의 늘음량  282.7 mm 301 mm 307 mm

솟음에 의한 늘음량 0.0 mm 6.7 mm

잭내 신장량 2.3 mm 2.3 mm

웨지정착 늘음량 6.0 mm 6.0 mm

인장재의 탄성변형량  203.6 mm 212 mm 210 mm

오차 4.1% 3.2%

표 4.7 인장재의 탄성신장량 계산

설계늘음량과 계측늘음량을 단순 비교하면, 오차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산정 가능한 오차들을 고려하여 계측갑을 수정하면, 설계값과의 차이는

허용범위 이내이다.

(4) 실교량에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 검토

실교량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을 계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동시

긴장 연결구의 거동량은 차이가 있었지만,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은 계산값과 비교하여 허용범위 이

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추가로 계산값과 계측값을 비교검토하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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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시스템에 의해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

두 개의 거더에 대한 긴장시 변형률을 비교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

형량이 같은 경우에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해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고, 긴장 순서를 달리한 경우에 변형률의 변화형태와 최종단계에서의 변

형률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그림 4.12]에서는 외측거더(G1)와 내측거더(G3)의 긴장시 변형률 변화를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긴장순서의 차이에 의해서 동시긴장 시스템을 먼저 긴장

한 외측거더(G1)과 포스트 텐션을 먼저 긴장한 내측거더(G3)에 있어서 긴장시

변형률 변화형태는 차이가 있다. 이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

는 휨변형에 따른 지지조건 변화에 따른 자중효과의 영향이다. 즉 가장 먼저

긴장하는 프리스트레스의 휨은 자중에 의한 휨보다 작기 때문에 외측거더에서

는 동시긴장 시스템, 내측거더에서는 일반 포스트 텐션의 긴장시에 자중의 영

향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외측거더(G1)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해서 마

치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후의 포스트 텐션에

의한 변형률이 잘 반영되며, 내측거더(G3)에서는 마지막에 도입하는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영향은 잘 반영되지만 포스트 텐션에 의한 변형률은 축방향성

분만 반영된다. 그렇지만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의 최종 변형률에서는 차이가

작다.

동시긴장 시스템을 먼저 긴장한 외측거더에서 동시긴장 시스템과 포스트 텐

션의 초기에 거더 상연 프리스트레스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더

하연에서의 압축변형률은 점점 증가하면서, 최종 단계의 포스트 텐션인 T2의

긴장시에는 상연의 응력도 조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내측거

더에서는 먼저 긴장되는 포스트 텐션의 축방향성분은 반영되고 휨 성분은 자

중의 영향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거더상연과 거더하연에서 거의 같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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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측거더의 긴장시 변형률

(b) 내측거더의 긴장시 변형률

그림 4.12 외측거더와 내측거더의 긴장시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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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측거더(G1) 내측거더(G3)

상부철근 하부철근 상부철근 하부철근

좌측 -59 -753 -85 -759

우측 -66 -798 -98 -759

평균값 -63 -776 -92 -759

표 4.8 거더별 긴장완료 후 최종계측변형률(mm )

률 변화를 나타내다가 T2의 긴장시에는 전형적인 포스트 텐션의 긴장시 변화

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에는 거더 하연의 압축변형률

이 증가함과 동시에 거더 상연의 압축변형률이 감소(인장변형률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거더 하연의 변형률 변화가 거더 상연의 변형률 변

화보다 작은데, 이는 거더형상이 하부플랜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시 거동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분리하면,

외측거더에서는 자중에 영향 때문에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효과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내측거더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변형률 변화량을 계산값과

비교할 수 있다.

[표 4.9]는 내측거더 긴장시 동시긴장 시스템의 변형률 변화량이다. 거더상연

에 배치된 철근에서의 긴장거동값은 설계값에 비해 작았으며, 거더하부의 철

근에서의 긴장거동값은 설계값보다 다소 크지만, 모두 허용치인 5% 이내의 오

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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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부철근 하부철근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계측값

긴장전 -272 -279 -611 -612

긴장후 -85 -98 -759 -759

거동량 187 181 -148 -147

평균값 184.0 -147.5

설계값 191.5 -142.2

오차 -3.9 % 3.4%

표 4.9 내측거더 동시긴장 시스템의 계산변형률과 계측변형률()

4.2.3 실교량 계측결과 정리

2개의 거더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의 거동을

계측한 결과, 개별 거동량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프리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

관이 있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자중과 프리스

트레스를 고려한 최종 변형률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시긴

장 시스템거동에서는 동시긴장 연결구의 개별거동보다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을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측거더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먼저 도입하고 포

스트 텐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추후에 도입하였으며, 내측거더에서는 포스

트 텐션을 먼저 긴장한 후 동시긴장 시스템을 긴장하였다. 두 경우에 있어서

자중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거더의 휨변형에 의한 추가 늘음량의 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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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동시긴장 시스템을 늦게 긴장하면 보다 많은 늘음량이 발생하지만, 도입

되는 프리스트레스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측거더와 내측거더의 개별거동 차이는 3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동시긴

장 연결구의 마찰력에 의한 거동변화와 평행이동 때문이다.

[그림 4.13]에는 우금1교에 적용된 동시긴장 시스템의 가이드부재 상세와 표

준가이드 부재 상세를 표현하였다. 우금1교는 최초로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

된 교량으로 시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긴장 연결구의 가이드 홈

을 크게 제작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추가첨판을 이용하여 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 추가되는 첨판의 편평도와 수에 따라서 동시긴장 연결구에 발생하는

마찰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외측거더와 내측거더에서 개별 정착구들이 전혀 다

른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이 후의 교량에 대해서는 표준가이드 상세

와 같이 가이드를 설치하여 동시긴장 연결구에 개별적인 거동에서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우금1교의 상세 (b) 표준 가이드 상세

그림 4.13 최초 가이드 및 표준 가이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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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동시긴장 시스템의 교량 적용성 연구

5.1 동시긴장 시스템의 설계적용법

5.1.1 PS강재의 축력분포

프리스트레스는 PS강재의 축력분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입되는 프리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PS강재의 축력분포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포스트 텐션에서 인장재의 축력분포

구조계산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6가지의 손실 중, 장기거동에 의한 손

실을 제외하는 경우, 포스트 텐션의 축력분포는 긴장력과 마찰계수, 정착장치

슬립 손실, 콘크리트의 탄성수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인장재의 축력을 늘

음량으로 관리하면, 콘크리트의 탄성수축에 의한 늘음량은 전체 축력값의 변

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림 5.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더 큰 늘음량을 가지

도록 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찰손실을 고려하기 전에는 [그림 5.1(b)]와 같

은 축력 분포가 나타난다. 마찰손실에 의한 축력감소는 지수함수로 표현되지

만, 마찰력이 작으면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5.1.(c)]의 분포를

나타낸다. 유압잭의 긴장력을 제거하면 웨지가 정착되면서 슬립이 발생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정착장치로부터 기존의 마찰손실과 반대방향의 마찰력

이 발생하여 축력분포는 [그림 5.1(d)]와 같이 된다. 이 축력분포는 거더의 경

간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긴장측에서 확인긴장을 실시하면

[그림 5.1(e)]와 같은 최종 축력분포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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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실발생전 (b) 콘크리트 탄성수축손실 고려

(c) 마찰손실 고려 (d) 슬립손실 고려

(e) 확인긴장후 최종축력

그림 5.1 포스트 텐션의 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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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포스트 텐션에 의한 인장재의 축력은 단부

에서는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간중앙부로 갈수록 마찰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여 확인긴장 후에는 역W형상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 분포

는 정착장치의 슬립량과 마찰손실의 크기에 따라 직선에 가깝게 되는데, 일반

적으로 정착장치의 슬립량은 6~8mm를 적용한다.

프리스트레스의 마찰손실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마찰계수가 가장 중요하

다. 포스트 텐션에 있어서 마찰계수는 강선의 배치형상과 표면처리 상태, 쉬스

의 재료별로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텐던의 배치와 도입되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이러한 이유로 각

설계기준 및 매뉴얼에서도 서로 다른 마찰계수를 제안하고 있는데, 포스트 텐

션에 있어서 아연도금된 금속쉬스를 사용하는 경우 파상마찰계수와 곡률마찰

계수를 기준별로 정리하면 [표 5.1]와 같다. 표에 의하면 각 기준별로 곡률마

찰계수의 제안값 차이는 크지 않지만, 파상마찰계수는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프리스트레스의 마찰손실은 지수함수로 표현되지만,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에

서는 지승이 작기 때문에 직선화하여 표현하는데, 지승의 값이 0.39 이상인 경

우, 직선화 함수와 지수함수의 상대오차가 10% 이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파상마찰계수가 0.0066/m인 경우에는 곡률마찰을 고려하지 않고

60m 길이의 강선을 긴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PSC거더교량은 50m 이하의 교량에 주로 적용되고 확인

긴장을 실시하기 때문에 25m 이하의 길이에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하여 마찰

에 의한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선화하여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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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파상마찰계수
(/m)

곡률마찰계수
(/rad)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0.0015~0.0066 0.15~0.25

도로교설계기준(2005) 0.0015~0.0066 0.15~0.25

ACI 318-08(2008) 0.0016~0.0066 0.15~0.25

AASHTO Standard Specification(2002) 0.00066 0.15~0.25

AASHTO LRFD(2007) 0.00066 0.15~0.25

PCI Bridge Design Manual(2003) 0.00066 0.20

PTI Post-Tensioning Manual(2006) 0.00066 0.15,0.20,0.25,etc

Prestress Manual(California, 2005) 0.003,0.005 0.20

BS 8110(1997) 0.0033이상 0.20, 0.25, 0.30

Eurocode 2 (2002) 0.00095~0.0019 0.19

CEB-FIP Model Code(1993) 0.00095~0.0019 0.19

일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7) 0.004 0.30

일본 도로교 시방서(2002) 0.004 0.30

표 5.1 각국의 기준별 마찰계수[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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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컴프레션에서 압축재의 축력분포

바이프레 공법과 같이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압축재의 최종축력분포도 인장재의 축력분포와 유사하게 산정

할 수 있다.

포스트 컴프레션에서는 콘크리트 거더를 반력대로 활용하여 압축재를 압입

시키고, 압축재가 압입된 상태에서 정착너트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거더에 정

착시킨다.

이에 따라 긴장단계에서 포스트 텐션과 유사하게 콘크리트 거더의 탄성신장

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하여 압축재를 압입하면, 거더의 중앙부로 갈수록 마찰

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 정착력은 너트를 활용하여 거더에 정착시키는데 바

이프레 공법에서는 정착판과 정착너트를 최대로 밀착시켜 정착장치의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3].

확인긴장을 수행하면 압축재의 최종 축력분포는 [그림 5.2]와 같이 되는데,

인장재와 달리 V형상의 축력분포가 나타난다.

그림 5.2 포스트 컴프레션의 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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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PS강재의 축력분포

인장재의 축력분포만 존재하는 포스트 텐션이나 압축재의 축력분포만 존재

하는 포스트 컴프레션과 달리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축력분포가 동

시에 존재하게 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제 거더에서는 인장재의 마

찰이 압축재의 마찰보다 큰 경우로 나타나게 되며,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도 정

착장치의 슬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 5.3]와 같은 PS강재의 축

력분포가 발생한다.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장력을 도입함에 따라 인장재의 마찰이 큰

경우와 동일한 축력분포를 나타내다가 정착장치에서 슬립이 발생하면 인장재

의 축력이 긴장측에서 손실되기 때문에 압축재도 인장재와의 힘의 평형이 만

족하기까지 힘이 손실된다. 정착장치 손실에 따라 감소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은 마찰력 손실의 기울기와 대칭되는 비율로 축력을 회복하게 된다. 확인

긴장 단계에서는 마찰력의 방향변화점의 의미가 없어지며, 비긴장측의 긴장작

업에서도 정착장치의 슬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 5.3]의 (c)와 같은 분포가

동시긴장 시스템에서의 최종 축력분포가 된다.

[그림 5.3]에 표현된 것처럼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인장재의 최종 축력분포는

포스트 텐션의 축력분포와 동일하며 압축재의 축력분포도 인장재의 축력분포

와 유사하다.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도입하는 일본의 바이프레 공법과 비

교하면, 압축재의 축력분포는 역W형태를 가지므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장

재의 정착장치 슬립에 대한 영향이 경간 중앙부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경

간중앙부에서 작용하는 압축재의 축력은 동일하다.

따라서 경간중앙부에 작용하는 프리스트레스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압축재를

별도로 긴장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인장재의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경

간중앙부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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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찰손실 고려 (b) 정착장치 슬립

(c) 확인긴장 후

그림 5.3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PS강재의 축력분포



- 96 -

5.1.2 동시긴장 프리캐스트 거더의 설계

(1) 포스트 텐션에 대한 설계

일반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프리캐스트 거더교량에 있어서 포스트

텐션용 PS강재(인장재)는 단일 포물선을 이루도록 배치된다. 이에 따라 PS강

재에 작용하는 축력이 일정할 경우 프리스트레스를 등가의 등분포하중으로 치

환할 수 있다. 또한 교량에 작용하는 외부하중의 대부분이 등분포 하중이고,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활하중도 각 위치에서의 최대값은 등분포하중과 유사

한 형상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캐스트 거더의 길이가 짧고, 마찰에 의한 손

실과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긴장을 실시

하면 프리스트레스 긴장재의 축력은 역W형상의 축력을 나타내며, 그 기울기

가 크지 않다. 따라서 PS강재의 축력을 직선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프리캐스트 거더교량의 설계에 있어서는 검토대상인 거더상연과 거더

하연의 응력분포는 2차함수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량의 단부와 중앙부

에서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과 거더하연의 인장응력이 허용응력을 만족하면 거

더의 전체에서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기존의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는 프리캐스트 교량의

설계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간 중앙부에서만 응력을 검토하는 것

으로 간략화하여 설계한다. 이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등가응력이 외부 하중

에 의한 응력과 상쇄를 이루기 때문에 거더의 응력들이 경간중앙부에서 극점

이 생하는 2차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프리스트레스 정착에 따라 발생하는

단부모멘트는 서로 상쇄되어 0에 가깝도록 균등하게 정착구를 배치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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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PSC 거더의 응력분포[33]

[그림 5.4]은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PSC I거더교의 최적설계연구’의 보

고서[33]에 수록된 그림으로 프리캐스트 거더교량에서 응력분포의 형상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림 5.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의 포스트 텐

션을 적용한 PSC I 거더교량 설계에서는, 인장재의 축력을 직선으로 가정하지

않아도 경간중앙부의 응력을 검토하여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하면, 교량의

전체의 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2) 동시긴장 시스템에 대한 설계

실구조물에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의 최적단면은 [그림 4.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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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상단에 동시긴장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반적인 포스

트 텐션과 조합하며, 저형고로 적용할 경우에도 상부플랜지의 폭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시공성과 사용성이 개선된 프리캐스트 거더를 제작할 수 있다.

동시긴장 시스템을 실교량에 적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경우,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에 대하여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는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별도로 긴장한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응력검토

단계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가 별도로 정착되는 바이프레의 설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장재의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이 압축재의 축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의 PS강재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도 일반적인 프리스트레스

설계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간중앙부에 대한 검토만으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단면력은 휨 성분만 내포하

고, 동시긴장 시스템과 조합되는 포스트 텐션은 기존의 프리캐스트 거더와 같

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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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불확실성을 고려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관리법

5.2.1 프리스트레스 도입의 불확실성

실교량의 긴장관리는 구조계산 단계에서 고려한 프리스트레스가 제작단계인

프리스트레스 도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도입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계산과 달리 실구조물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불확실성을 구조계산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

조계산 단계에서는 프리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

하고, 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을 허용범위 내로 관리하

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구조계산 단계에서 고려가능한 것은

긴장력, 마찰손실, 콘크리트의 축방향 탄성변형, 콘크리트의 휨탄성변형, 정착

장치 슬립, 잭내신장량, 비긴장단 웨지의 정착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구조계산에 고려하기 어려운 불확실성도 많은데, 계산단계에서

고려가능한 모든 값들에서의 불확실성과 긴장력 측정게이지의 불확실성, 거더

단면2차모멘트의 불확실성, 재료의 불확실성, 측정도구의 불확실성, 작업온도

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에서 영향

을 줄 것이 자명하지만,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완전

히 일치하는 값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리

스트레스에 있어서 긴장관리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산단계에서 산정한

프리스트레스와 비교하여 허용범위 내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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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존 프리스트레스 시스템의 긴장관리

(1) 인장재의 늘음량에 의한 긴장관리

실구조물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를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제작되는 모든 교량에 필요한 수의 게이지를 부착하여 도입되는 응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적용이 불가

능한 방법이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측작업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그 정확

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다.

국내외에서 실구조물에 적용하고 있는 정확성과 시공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긴장관리 방법은 인장재의 배치관리와 늘음량에 의한 관리이다. 먼저 콘크리

트를 타설하기 전에 인장재의 위치나 혹은 인장재를 배치하는 쉬스의 위치가

거더 내에서 구조계산과 동일하도록 관리하고(국내 콘크리트 시방서에서는

10mm와 부재치수의 1/20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38].), 긴장력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장재 계측 늘음량을 계산값과 비교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프리스트레스 도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장재에도 재료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실구조물에 적용되어 합당한 검증이 수

행되었고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재료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성

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시방서에서는 프리스

트레스 도입단계의 긴장관리를 인장재의 늘음량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2) 긴장관리의 허용오차

국내의 시방서에서는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에서 마찰계수를 조정하여 긴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배치를 가지는 텐던에 대해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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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늘음량을 측정하고, 마찰계수를 역산하여 오차범위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교 시방서에서는 인장재의 늘음량을 mm단위로 측정하고, 각각의 텐던

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계산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7% 이내이도록 하고, 한 단

면에 위치하는 텐던에 대한 오차는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37].

콘크리트 시방서에서는 5%의 변동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적

인 관리 상태에 있어서도 20회에 1회 정도로 허용오차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프리스트레싱 부재를 제작하는 경

우에는 현장의 실적을 바탕으로 늘음량의 변동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

를 기준으로 허용오차의 한계를 설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8].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프리스트레스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장에서 계측된 늘음량을

바탕으로 마찰계수를 업데이트하여 구조계산에서 적용된 신장량 값으로부터

계측대표값의 차이가 5~10%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같은 교량의 유사한

텐던에서 계측된 늘음량의 편차가 4%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2]. 인디

애나 주에서는 계측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15% 이내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측값을 기준으로 기준값을 설정하여 기준값으로부터 5% 이내의 편차(허용

오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8].

(3) 실교량의 긴장관리

프리캐스트 거더교량에서는 인장재의 늘음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

하여 초기계산값을 산정하고, 시험인장을 실시하여 초기계산값과 시험인장 단

계에서 인장재의 늘음량을 비교하여 마찰계수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조정

된 마찰계수에 따라서 인장계획서를 수정하고, 수정된 인장계획서에 따라 프

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긴장 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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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된 값들이 수정된 인장계획서에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허용오차 범위

인 5%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5.1)

식 (5.1)은 일반 포스트 텐션의 긴장관리 식으로, 식 (5.1)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장재의 늘음량에 있어 불확실성을 고려한 허용오차는 5%의 백분율 오차이

다. 즉 긴장력 도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장재의 늘음량이 구조계산에 활용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해 계산된 늘음량과 비교해서 5%이내의 백분율

오차를 가지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것으

로 간주한다.

5.2.3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관리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값은

압축재의 탄성수축량과 인장재의 탄성신장량이다.

일반 포스트 텐션과 동일한 수준으로 긴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재의

수축량과 인장재의 신장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5%의 백분율 오차를 허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동시긴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함에 있어서 인장재의 늘음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측 연결구와 비

긴장측 연결구의 거동량을 모두 측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불확실성의 전파

를 고려하면 동일한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 거동 정식화를 참고로 하면, 동시긴장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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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에서는 비긴장측 연결구의 이동방향과 상관없이 압축재의 수축량과 인장

재의 신장량의 합이 인장재의 늘음량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합의 불확실성

의 전파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고려하면, 동일한 백분율 오차를 가지는 두

값의 합으로 표현되는 인장재의 늘음량을 관리하면 두 값을 별도로 관리한 것

과 같은 신뢰수준의 긴장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오차는 단순히 오차의 합을 적용할 수 있고, 오차의

거듭제곱 합의 제곱근(SRSS)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두 값이 완전하게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측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불확실성의 관

리를 위해서 후자의 오차를 이용하여 관리한다[10].

     ± (5.2a)

    ± (5.2b)

       ≈     ±    
 (5.2c)

식 (5.2)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수축량을 각각 관리하

고 5%의 백분율 오차를 활용하는 것과 인장재의 늘음량만을 관리하며, 이때의

오차를 수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뢰성을 가지고, 인장관리를 시

행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거동량 계측을 위한 눈금자를 읽음에 따라 누적되는

오차 등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관리는 허용오차의

범위만 수정하면, 포스트 텐션의 긴장관리법과 같이 인장재의 늘음량으로만

긴장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긴장관리법을 실교량에 적용하여 긴장관리를 수행하고, 실교량 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의 마찰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사각보 실

험체와 실교량 계측 실험체의 긴장관리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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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각보

실험체

실교량 실험체

외측거더 내측거더

인장재의

탄성신장량

설계값 56 204

오차 3 10

허용범위 53~59 194~214

계측값 59 212 210

압축재의

탄성수축량

설계값 19 79

오차 1 4

허용범위 18~20 75~83

계측값 18 81 82

인장재의

늘음량

설계값 75 283

오차 3 11

허용범위 72~78 272~294

계측값 77 293 292

표 5.2 실험체의 긴장관리표(단위:mm)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뿐만 아니라 인

장재의 늘음량도 모두 허용범위 내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체에서 수행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작업들은 제안된 긴장관리 기준에 대해

서도 적합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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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 지세포교 사연대교 무안교 신기천교

경간장(m) 32.7 34.9 39.8 44.9

거더형고(m) 1.6 1.5 1.8 2.1

동시긴장 시스템

긴장력(kN)
1200 1000 1200 1200

거더갯수 15 10 5 30

표 5.3 교량개요

5.3 실교량 데이터를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

5.3.1 교량개요 및 데이터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실교량의 긴장시 거동을 계측하여, 상기한 긴장

관리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대상교량은 4개로서 경간장 32.7m~44.9m의 교

량이며 거더형고와 긴장력 및 제작 거더갯수는 [표 5.3]과 같다.

계측교량들은 모두 포스트 텐션과 동시긴장 시스템이 조합된 프리캐스트 거

더구조로서 다수의 포스트 텐션용 텐던들이 아래에 위치하고, 1개의 동시긴장

시스템이 거더 상부에 위치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 도입된 긴장력은 사연대

교에서는 1,000kN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교량에서는 1,200kN을 적용하였다.

대상교량에서 동시긴장 시스템을 긴장하는 단계에서의 거동은 인장재의 마

찰이 압축재의 마찰보다 큰 경우로, 긴장측 연결구는 거더내측으로 비긴장측

연결구는 거더외측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계측된 인장재의 늘음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5]와 같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거더번호를 나타내며,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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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실교량 계측데이터

은 인장재의 늘음량을 나타낸다. 인장재의 늘음량은 경간장 및 긴장력의 크기

에 비례하므로 사연대교가 가장 작은 값을 신기천교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계측된 인장재의 늘음량은 일종의 표본임을 감안하여 늘음량의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나타내면 [표 5.4]와 같다. 계측평균값으로부터 계측최대값과 계측최

소값의 편차를 산정해보면 교량에서 1.5~3.2%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마찰계수를 수정하면 동시긴장 시스템은 시방서의 허용범위내의 편차를 나타

내므로 실교량에 적합한 긴장관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계측된 인장재의 늘음량을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계측값 분포와 정규분포를 그래프로 비교하였으며, 수치적인 검증을 위하여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하였다[9]. 이를 위하여 계측된 데이터를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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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 지세포교 사연대교 무안교 신기천교

데이터 개수 15 10 5 30

계측평균값(mm) 264.5 238.3 317.8 342.8

표준편차(mm) 2.7 2.8 4.1 5.5

Max
값(mm) 269.4 242.4 323.0 353.3

비율(%) 1.9 1.7 1.6 3.1

Min
값(mm) 257.2 234.5 312.9 332.1

비율(%) 2.7 1.6 1.5 3.1

표 5.4 계측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

화한 60개의 데이터를 정규분포와 비교한 그래프와 Kolmogorov-Smirnov 검정

을 위한 누적그래프를 [그림 5.6]에 나타내었다.

[그림 5.6(a)]를 보면, 계측된 값들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의 누적분포와 누적확률분포의 차이의 최대값을

제한하여 확률분포를 규정하는 Kolmogorov-Smirnov 검정에 있어서, 계측값의

누적분포와 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를 비교하였다. 계측값의 누적분포와 누

적확률분포의 차이값의 최대값은 0.064로 나타났는데, 이는 데이터수가 60개인

경우의 제한값인 0.176(  ) 값보다 작기 때문에 계측값의 분포는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9]. 따라서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관리에서 SRSS를

이용하여 허용오차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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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규화된 계측값의 분포와 정규분포의 비교

(b) Kolmogorov-Smirnov Test를 위한 누적확률분포

그림 5.6 정규화된 계측값의 분포와 정규분포의 비교



- 109 -

5.3.2 마찰계수 조정에 따른 긴장관리

보 실험체에서 적용한 마찰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장재의 곡률마찰계수와

파상마찰계수,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를 같은 비율로 변화시키면서 계측 늘음

량들로부터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평균하면 [표 5.5]와 같

다. [표 5.5]와 같이 계측값의 평균치로부터 마찰계수를 추정하는 경우의 허용

오차 범위와 이에 따른 동시긴장 시스템의 축력분포를 나타내면 [그림 5.7]부

터 [그림 5.10]과 같다.

긴장관리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설계늘음량의 허용범위와 계측 늘음량

을 표시하였으며,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인장재와 압축재의 축력분포를 나

타내었다. 축력분포에는 확인긴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장력을 해제하

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개의 실교량을 계측한 결과 동시긴장 시스템에 의한 인장재의 늘음량은 변

화폭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폭은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허용할 수 있는 허용범

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긴장 시스템에 긴장력을 도입하는 단

계에서의 불확실성은 일반 포스트 텐션에 비해 많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반 프리스트레스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이내

로 실구조에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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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명 지세포교 사연대교 무안교 신기천교

계측평균값(mm) 264.5 238.3 317.8 342.8

인장재

마찰계수

(/m) 0.0037 0.034 0.035 0.0044

(/rad) 0.18 0.17 0.18 0.22

압축재

마찰계수
(/m) 0.0056 0.0052 0.0053 0.0067

설계

(mm)　

 74.9 67.2 90.3 97.6

 189.6 171.1 227.5 245.2

 264.5 238.3 317.8 342.8

허용

(mm)

오차 10.2 9.2 12.2 13.2

최소 254.3 229.1 305.6 329.6

최대 274.7 247.5 330.0 356.0

표 5.5 교량별 압축재 파상마찰계수의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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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인긴장 후 축력분포(슬립손실 고려)

(a) 계측 늘음량 및 허용범위

그림 5.7 지세포교 긴장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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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인긴장 후 축력분포(슬립손실 고려)

(a) 계측 늘음량 및 허용범위

그림 5.8 사연대교 긴장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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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인긴장 후 축력분포(슬립손실 고려)

(a) 계측 늘음량 및 허용범위

그림 5.9 무안교 긴장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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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확인긴장 후 축력분포(슬립손실 고려)

(a) 계측 늘음량 및 허용범위

그림 5.10 신기천교 긴장관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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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동시긴장 시스템에서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 추정

앞에서 교량별로 인장재 늘음량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압축재의 파상마찰계

수를 조정하였고, 이를 이용할 경우 포스트 텐션과 동일한 신뢰도롤 갖는 긴

장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구조물의 계측값에서 마찰계수들이 동일한 비율로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인장재 늘음량에 대한 계측값의 수는 동시긴장 시스템이 적용된 수, 즉 교

량별 거더의 개수와 동일함으로 이를 이용하여 압축재의 마찰계수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실교량에서 계측된 인장재의 늘음량을 바탕으로 마찰계수를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구분 인장재의 늘음량(mm)

지세포교 269.4 265.0 263.9 257.2 261.7 265.0 262.8 265.0
267.2 265.0 266.1 263.9 263.9 265.0 266.1

사연대교 237.2 241.1 239.8 241.1 238.5 235.8 234.5 242.4
238.5 234.5

무안교 320.7 312.9 323.0 315.2 317.4

신기천교
334.6 337.1 334.6 332.1 335.9 343.3 339.6 343.3
349.5 353.3 338.3 348.3 348.3 349.5 353.3 338.3
334.6 342.1 340.8 344.6 345.8 348.3 344.6 340.8
342.1 343.3 344.6 345.8 344.6 342.1

표 5.6 (a) 계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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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측값별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m)

지세포교 0.0046 0.0055 0.0057 0.0071 0.0062 0.0055 0.0059 0.0055
0.0050 0.0055 0.0053 0.0057 0.0057 0.0055 0.0053

사연대교 0.0054 0.0045 0.0048 0.0045 0.0051 0.0057 0.0060 0.0042
0.0051 0.0060

무안교 0.0049 0.0061 0.0045 0.0058 0.0054

신기천교
0.0078 0.0074 0.0078 0.0081 0.0076 0.0066 0.0071 0.0066
0.0058 0.0053 0.0073 0.0060 0.0060 0.0058 0.0053 0.0073
0.0078 0.0068 0.0069 0.0065 0.0063 0.0060 0.0065 0.0069
0.0068 0.0066 0.0065 0.0063 0.0065 0.0068

표 5.6(b) 계측값별 파상마찰계수

구분 지세포교 사연대교 무안교 신기천교

데이터수 15 10 5 30

기존
평균값 0.0056 0.0051 0.0053 0.0067

표준편차 0.0006 0.0006 0.0007 0.0007

수정
평균값 0.0055 0.0051 0.0053 0.0068

표준편차 0.0004 0.0006 0.0007 0.0006

표 5.6(c) 압축재의 파상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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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c)]의 값의 수정값은 쇼브네트 기준(Chauvenet’s Criterion)을 이용하여

마찰계수의 분포를 가우스 분포로 가정하고, 발생확률 5%이하인 값을 1회 배

제한 값을 의미한다.

상기한 표의 값을 기준으로 95% 신뢰도를 가지는 압축재 파상마찰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5.11]과 같다. 그림에서 보면, 교량별로 통일된

값을 파상마찰계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0.0056~0.0063/m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교량에서 통일된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 교량별로 평균값과 표준편

차를 조합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한 가중평균을 산정하면 0.0057/m의 값이 구해

진다.

그림 5.11 계측값에서의 압축재 파상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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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를 장경간화 하거나 저형고화 하는 경우에 있

어서,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을 해소하는 기존방법인 벌브티 형상의 거더를 활

용하는 방법은 거더응력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시공성과 사용성에 불리하며,

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기존 방법인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조합하는 방법은 긴장력 도입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착부 보강이 필

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동시에 도입

할 수 있는 동시긴장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PSC보와 실교량 거더계측을 통

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을 검증하고, 실교량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법과 긴장관

리법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동시긴장 시스템은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를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의 긴장으로 거더상연의 압축응력

을 해소할 수 있는 휨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이 가능하고 정착부 보강이 불

필요하여 기존공법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사용성이 개선된다.

(2) 동시긴장 시스템의 긴장시에는 인장재의 늘음과 긴장측 연결구와 비긴장

측 연결구의 거동이 발생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의 거동은 인장재와 압축재

의 마찰에 의한 손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동시긴장 시스템의 역

학적 거동을 정식화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인장재가 포물선으로 배치되어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곡률변화도 가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서, 비긴장

측 연결구가 거더외측으로 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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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한 사각 PSC보를 제작하여 긴장시 거동 및 도입되

는 프리스트레스를 계측하여 정식화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험체에

대하여 긴장시 거동을 설계하였으며 긴장을 수행하고 계측값과 비교한 결

과, 계측값과 설계값이 오차범위 5% 이내에서 일치하며 사각보의 응력도

구조계산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포스트 텐션만을 적용한 동일한 크기의 사각 PSC보를 제작하여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한 PSC보와의 구조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거더하연에 동일

한 수준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경우, 두 PSC보의 탄성한계는 설계값

과 잘 일치하였으며,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의 극한거동도 포스트

텐션을 적용한 PSC거더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

용한 PSC보에서는 경사방향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패턴으로도 휨 프리스

트레스의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동시긴장 시스템을 적용한 실교량에서의 긴장시 변형률을 계측한 결과 동

시긴장 연결구의 개별거동보다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성변형량이 동시긴

장 시스템에 의한 프리스트레스를 지배하는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긴

장순서에 상관없이 오차범위 내에서 설계와 동일한 휨 프리스트레스가 도

입됨을 확인하였다.

(6) 동시긴장 시스템에 있어 PS강재의 축력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장재와 압축

재를 별도로 긴장하는 경우로 설계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인장재의 정착장치 슬립에 의한 영향이 압축재의 축

력손실로 나타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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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인 포스트 텐션에서와 같이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도 프리스트레스

도입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긴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시긴장

시스템에서는 인장재와 압축재에 대한 별도의 긴장관리가 필요하지만, 불

확실성의 전파를 고려하여 인장재의 늘음량만으로 포스트 텐션과 같은 수

준의 오차관리가 가능하며 오히려 계측오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오차범위

는 일반 포스트 텐션과 달리 늘음량의 5%가 아니라 인장재와 압축재의 탄

성변형량 오차를 조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동시긴장 시스템을 활용한 4개 실교량의 긴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압축

재의 파상마찰계수는 0.0056~0.0063/m를 사용할 수 있고, 초기적용값은

0.0057/m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60m이하의 교량에 주로 활용되는 단경간의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량에 적용되는 동시긴장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량적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새로운 긴장 시스템

을 이용하여, 휨 프리스트레스를 보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와 긴장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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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imultaneous Prestressing System 
of Post-Tension and Post-Compression 

Choong Eon Kim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tress, induced by tensioning steel to resist bending stresses due to 
external loads, is commonly used in concrete girders of bridges. Prestress is 
introduced by a compressive force beforehand to prevent tensile stress on 
the lower fiber of the bending member. 

In girders with a smaller height compared to span length, the compressive 
stress that has a harmful effect on the structural behavior is applied 
excessively to the girder’s upper fiber, limiting the reduction of girder height 
of the prestressed concrete girder. Existing solutions, using bulb-tee girder 
section or post compression technologies, have problems of constructability 
and serviceability.

 In this study, the simultaneous prestressing system of post tension and 
post compression with single jacking was proposed to offset the compressive 
force generated in the girder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prestress.

For the jacking force management of this system, formula were proposed 
by theoretically clarifying the behavior manifested during jacking in relation 
to the friction coefficients. Experimental verifications of the simul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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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ressing system were performed with two 10m-long rectangle-shaped PSC 
girders and 35m-long real bridge girders. This study proposed method of 
design and prestress control considering propagation of uncertainties. 

Keyword : Post-Tension, Post-Compression, Simultaneous Prestressing System, 
Prestress, Bridge

Student Number : 200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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