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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립식 가로보에 정착 및 지지된 긴장재에 의한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의 외부긴장 공법

요약

본 공법은 조립식으로 건설되는 단순 또는 연속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에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공법에서 외부긴장재의 정착구와 지지구는 가로보의 제작단계에서 조립식 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보에 매입된다. 정착단부 지점가로보에 도입된 외부긴장재의 압축력은 지압에 의해 거더로 전달되며, 

외부긴장재의 절곡부인 중간가로보와 연속화된 내부 지점가로보에 도입된 연직력은 가로보와 거더 사이의 상대적으

로 넓은 영역의 마찰력으로 거더에 전달된다. 본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의 확보로 바닥판이 포함된 합성거더와 연속화

된 내부지점에서 외부긴장력의 도입이 가능하며, 사용 중의 손실된 긴장력을 보완 또는 보강을 위한 재긴장이 용이하

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PS 콘크리트 거더, 조립식 가로보, 외부긴장, 거더 연속화, 마찰연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일반적인 연속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의 사시도

[도 2] 본 공법에 의한 연속 PS 콘크리트 거더의 외부긴장재 배치도

[도 3] 본 공법의 정착단부에서 외부긴장재의 배치 상세도

[도 4] 본 공법의 연속된 내부지점에서 외부긴장재의 배치 상세도

[도 5] 본 공법의 정착단부 조립식 지점가로보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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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본 공법의 절곡부 조립식 중간가로보와 구성요소

[도 7] 본 공법의 연속 내부지점 조립식 지점가로보와 구성요소

[도 8] 외부긴장재의 정착구 또는 지지구가 고정된 조립식 가로보 연결부 보강 강상자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외부긴장재 정착구

11. 정착단부 조립식 지점가로보

12. 정착단부 조립식 지점가로보의 거더 연결부 보강 강상자

13. 정착단부 조립식 지점가로보의 가로보 연결부 보강 강상자

14. 외부긴장재 지지구

15. 조립식 중간가로보

16. 조립식 중간가로보의 거더 연결부 보강 강상자

17. 내부지점 조립식 지점가로보

18. 내부지점 조립식 지점가로보의 거더 연결부 보강 강상자

19. 내부지점 조립식 지점가로보의 가로보 연결부 보강 강상자

20. 외부긴장재

21. 단부보강 PS 콘크리트 거더 (국내출원 10-2004-0009282 또는 10-2004-0017706)

22. 보강철근

23. 거더-바닥판 일체화를 위한 수평전단 또는 전단마찰 보강철근

24. 용접 머리붙이 스터드

25. 볼팅 머리붙이 스터드 (국내출원 10-2003-0099610)

26. 볼팅 머리붙이 스터드 고정용 볼트

27. 볼트겸용 머리붙이 스터드 (국내출원 10-2004-0026479)

31. PS 콘크리트 거더 32. 현장타설 지점가로보

33. 현장타설 중간가로보 34. 교각

35. 현장타설 중간바닥판 36. 현장타설 지점바닥판

37. 교좌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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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긴장재(tendon)에 대한 방청기술의 향상과 사용 중인 PS(prestressed) 콘크리트 교량의 보강 및 단순 거더의 연속화

수단으로 외부긴장공법(external prestressing method)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PS 콘크리트 거

더에 대한 외부긴장공법은 PS 콘크리트 거더 외부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정착구(anchorage)와 지지구(holding anch

orage)의 설치방법에 의해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 또한 최근에는 신설되는 PS 콘크리트 교량에 추후 발생될 긴장력

의 손실과 교량등급의 상향조정에 대비해서 외부긴장력의 도입을 위한 정착구와 지지구를 미리 설치하는 추세이다.

사용 중인 PS 콘크리트 거더 교량의 보강을 위해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멍을 뚫

은 PS 콘크리트 거더에 강재(steel) 정착장치를 앵커볼트 또는 강봉으로 고정(국내출원 10-2002-0040223, 10-20

02-0058112, 20-2000-0020363, 20-2001-0004505, 20-2001-0035616)하는 것이다. 거더와 정착장치 사이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폭시모탈이 접촉면에 삽입(국내출원 02-2002-0017224)되기도 하며, 가로보 또는 거

더에 부착된 정착장치로 바닥판(slab)에 외부긴장이 도입(국내출원 20-2002-003689)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그러

나 앵커볼트 또는 강봉에 의한 PS 콘크리트 거더의 천공(punching)은 거더 자체에 손상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단순 지지구를 아래 프랜지에 끼워 넣는 방법(국내출원 10-2003-0069030)으로 처짐이 클수록 보강효과

를 높이기도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PS 콘크리트 거더에 추후 외부긴장재의 도입을 위해 거더의 플랜

지 하단부에 외부긴장재의 정착과 지지를 위한 강재 블록(국내출원 10-2001-0060681)을 일체로 타설하기도 하며, 

정착구 및 지지구의 부착을 위한 상자형 강재 보강판을 PS 콘크리트 거더에 미리 설치(국내출원 10-2004-0009282,

10-2004-0017706)하기도 한다.

외부긴장공법은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의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된 후 추가 긴장력의 도입과 단순 거더의 강재적

인 연속화 그리고 사용 중에 손실된 긴장력의 보완과 보강을 위한 재긴장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위해서는 정착구와 지지구에 도입된 긴장력이 안전하게 PS 콘크리트 거더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공법

은 기존의 연결 강상자로 보강된 조립식 가로보(국내출원 10-2004-0032551)에 외부긴장재의 정착구와 지지구를 

설치하여 정착단부의 지압(bearing)에 의한 PS 콘크리트 거더에 외부긴장력의 도입과 절곡부의 연직력에 대한 마찰

로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에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PS 콘크리트 거더에 도입되는 외부긴장력은 긴장력이 손실 보완과 거더의 보강 그리고 단순 거더의 연속화 등에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적인 정착구와 지지구의 설치에는 PS 콘크리트 거더의 손상과 사용 중인 교량에 대

한 시공과정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외부긴장재의 정착구와 지지구를 조립식 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

자에 고정한 본 공법은 기존의 교량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 정착구와 지지구를 고정하기 위한 천공작업으로 발생하는 거더의 손상방지

2. 정착구와 지지구에 도입된 외부긴장력의 PS 콘크리트 거더로 안전한 전달

3.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

4. 거더와 바닥판의 합성단면에 대한 외부긴장력의 도입

5. 내부지점에서 연속화된 연결부의 연속성 확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일반적으로 거더(31)와 가로보(32,33)의 격자형 구조로 된 연속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은 도 1의 구조로 구성된

다. 본 공법은 내부긴장재의 정착단부가 강상자(steel box)로 보강된 PS 콘크리트 거더(21)(국내출원 10-2004-000

9282 또는 10-2004-0017706)와 연결부 보강 강상자가 설치된 조립식 가로보(11,15,17)(국내출원 10-2004-0032

551)가 사용된 교량에 도 2와 같이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공법에서 외부긴장재의 정착구와 지지구

는 조립식 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에 고정된다.

도 2의 정착단부와 연속지점에 대한 상세도는 각각 도 3 그리고 도 4와 같다. 도 3의 외부긴장재(20) 정착구(10)는 도

5와 같이 정착단부 지점가로보(11)의 제작단계에서 지점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12)에 미리 고정된다. 정착단

부 지점가로보(11)는 도 3과 같이 거더(21)를 가로질러 설치되기 때문에 도입된 외부긴장력은 단부 지압력(end bear

ing force)으로 거더에 전달된다. 외부긴장재(20)의 지지구(14)는 도 6과 같이 절곡부에 설치되는 중간가로보(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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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강상자(16)에 고정되거나, 도 7과 같이 연속화된 내부지점에 거더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지점가로보(17)의 연

결부 강상자(18)에 고정되어 가로보에 매입된다.

외부긴장재(20)의 지지구(14)는 교축방향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포물선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로보에는 연직방향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도록 한다. 조립식 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12,16,18)에 고정된 외부긴장재(20)의 정착구(

10)와 지지구(14)는 위치에 따라 도 8과 같으며, 단순 또는 연속된 전체 경간에 대해 외부긴장재의 기울기는 연속이

다.

발명의 효과

연결부가 강상자에 의해 보강된 조립식 가로보에 외부긴장재의 정착구와 지지구가 고정된 본 공법의 외부긴장공법의

사용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정착구와 지지구를 고정하기 위한 천공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더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2. 외부긴장재의 축방향력은 지점가로보와 거더 단부의 연결부에서 지압에 의해 전달되므로 정착구와 거더 사이에 

전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3. 외부긴장재의 방향이 변하는 절곡부에서 중간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에 포물선 형태로 고정된 지지구는 가

로보의 연결부에 연직방향 등분포하중을 발생시키고, 가로보와 거더 사이의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마찰로 가로보의

연직력은 거더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

4. 연속화된 내부지점의 지점가로보에 지지구의 설치로 연속 PS 콘크리트 거더의 내부지점 부근의 부모멘트 구간에 

긴장력의 도입이 가능하며, 연속화된 내부지점의 연속성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5. 거더 사이의 가로보에 외부긴장재가 정착 및 지지되므로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6. 바닥판이 타설된 이후의 합성단면에 대한 긴장력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사용 중에 보강의 목적으로 외부긴장력이 

도입되는 경우에 바닥판의 철거와 교통량의 통제 등의 제한 없이 바로 외부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 공법은 거더와 가로보가 조립식으로 설치된 단순 또는 연속 PS 콘크리트 합성거더 교량에서 PS 콘크리트 거더 또

는 합성거더에 외부긴장력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조립식 가로보의 연결부 보강 강상자에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보에 매입되는 정착구(10) 및 지지구(14)에 외부긴장재

가 정착 및 지지되며,

외부긴장재(20)의 정착구(10)는 정착단부 지점가로보(11)의 연결부 강상자(14)에 고정되고,

외부긴장재(20)의 방향 변화를 위한 지지구(14)는 교축방향에 대한 높이 방향의 포물선 형태로 중간가로보(15)의 연

결부 강상자(16) 또는 연속화 내부 지점가로보(17)의 연결부 강상자(19)에 고정되며,

외부긴장재(20)에 의해 가로보에 도입된 긴장력은 정착단부에서 거더단부의 지압력에 의해 그리고 절곡부는 조립식 

중간가로보(15)와 내부 지점가로보(17)의 가로보-거더 연결부 보강 강상자(16,18)의 연직방향 마찰연결에 의해 PS 

콘크리트 거더 또는 합성거더에 전달되도록 한 공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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