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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ion of convergence cross-section of the material is a technique that 

provides reasonabl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tructures. It is frequently used in 

medium-sized bridges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However, the structural behavioral 

spare capacity enhancement of the structure by the application of the convergence 

cross-section is still limited by the expandability due to the limiting state of each 

material.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reasonably analyzed the 

construction stages before and after the convergence cross-section constructed and 

developed a technique for forming multi-point boundary conditions using struts, which 

are compression members. Based on the existing cases, a reasonable construction step 

for forming the material composite section of the entire structural system of the 

structure was derived, and a numerical analysis model for a specific part was 

construct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strut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ffect of reducing the sectional force of 7.40% in beam-column joint and 6.31% in 

the center of girder was derived, and the deflection, which is a measure of the 

serviceability of the structure, improved by 54.41% from th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of strut members at each constru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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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산업 재료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융합단면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작하

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바닥판 슬

래브와 강재 거더를 합성한 강합성교, 강재를 콘

크리트가 완전히 덧씌운 프리플렉스(Preflex) 구

조, SRC(Steel-Reinforced Concrete) 구조[1] 그

리고 콘크리트 충전 강관(CFT, Concrete Filled 

Tubular)[2]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

도되었다. 강재와 콘크리트 재료의 융합단면은 교

량 상부 구조 형식의 개선, 보완 및 개발을 토대

로 다양하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3]∼[14]. 또한 

소규모 건축구조물의 기둥과 보 연결부위에 모듈

화식 융합단면을 적용하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9-11]. 그러나 여전히 단면력을 저감시키려는 노

력은 결과적으로 긴장력의 도입에 많은 부분 의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4].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라멘형식 교량에

서는 재료 특성의 한계에 따른 최대 경간길이의 

제한으로 박스 암거 수준 등의 소규모 구조물에 

적합하였으나, 긴장력의 도입으로 슬래브형 단면

에서 탈피하여 거더형 단면으로 변환되고 있다

[15]. 교량의 거더는 일반적으로 강재 거더 혹은 

콘크리트 거더 등이 사용되는데, 교축 직각방향(교

폭 방향)으로 복수 개의 거더가 간격을 두고 배치

된다. 최근 강재 거더가 적용된 라멘형식 교량에

서 부모멘트부 일체화 형식이 개발되어 거더의 높

이를 낮추면서 경간길이를 최대 40m까지 가능하

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3], [4].

스트럿은 버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주로 

사용되며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감쇠기의 역할과 

[16], [17] 흙막이구조물이 그 한 예이다[12], 

[18]. 이러한 흙막이구조물은 가시설 구조물로써 

해당 공사가 진행중에는 지속적으로 설치되며 공

사 종료시에 해체되는 구조물이다. 교량에서는 트

러스형식의 구조로 스트럿이 사용되는데 영구적인 

구조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와 거더의 연결부 간에 경

사부재 스트럿을 설치하여 다지점을 형성시킴으로

써 특정 시공단계에서 단면력을 저감시키고, 재료 

융합단면이 형성됨으로써 구조계 변화가 진행된 

후 스트럿을 해체하여 최종적인 단면력 저감을 실

현하기 위해 이러한 스트럿 부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라멘형식 교량의 시공단

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Fig. 1(a)와 같이 벽체

와 거더 연결부인 지점부(우각부)에 경사방향 스트

럿을 배치하여 다지점 경계조건을 형성한다. 가설

이 완료된 격자 구조의 거더에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타설과 경화 등의 시공단계로써 각 재료의 

융합단면을 형성한다. 거더 지점부 측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에 매립되어 있는 긴장재의 긴장력 

도입 공정을 진행하며, Fig. 1(b)와 같이 경사방향

으로 배치된 스트럿을 해체하여 마무리한다.

(a) Position by members

(b) Longitudinal section of Rahmen bridge

Fig. 1 Schematic design of research subject structur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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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일반적인 단순보 구조물의 

자유물체도는 Fig. 2(a)와 같고, 본 연구의 대상구

조물의 이상화된 모델은 Fig. 2(b)와 같다. 동일한 

길이 의 보의 중앙에서 길이만큼 떨어진 위치

를 C,D라 하고 여기에서 길이 의 경사부재 스트

럿이 연결된다.

Fig. 2(a) 단순보의 정해(exact solution)는 식

(1)∼식(3)이며, Fig. 2(b) 스트럿이 적용된 단순보

의 정해는 식(4)∼식(5)이다[10]. Fig. 1(a) 단순보

에서 
는 A점부터 임의의 위치에서 휨모멘

트(Bending Moment)를 나타내며,  및 

는 각각 Fig. 1(a)단순보 및 Fig. 2(b) 스

트럿이 적용된 단순보 중앙에서 휨모멘트를 나타

낸다.   및 는 각 보의 중앙에서 처

짐을 나타낸다. 

(a) Simple span model

(b) Simple span model using struts

Fig. 2 Idealized numerical analysi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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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는 Fig. 2와 식

(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물 길이와 관

계된 함수이다. 각 보 중앙부 휨모멘트를 비교하

면 식(2)    값을 기준으로 식(4) 

의 값은 오른쪽에 (-)항이 추가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럿이 설치된 보 중앙부 

휨모멘트 의 값이 일반적인 단순보 중앙

부 휨모멘트 보다 작다.

보 중앙에서 처짐    을 기

준으로 스트럿이 설치된 보 중앙에서 처짐 

는 오른쪽에 (-)항이 추가되어 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절대

최대값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사부재 스트

럿이 적용된 보는 다지점 형성에 따라 효과적인 

단면력 분배와 저감된 처짐을 갖는 구조적 거동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사부재 스트럿은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하중으로 작용할 때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바닥판 슬래브의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강재 거더

와 융합단면이 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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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단계 이후로 시공되는 각 공정은 강성

이 증가된 융합단면에 의해 저항하는 거동으로 구

성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전제로 하

여 수치해석적 접근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구조적 

거동의 효율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수치해석 모델 

3.1 전체 구조계 모델

본 연구의 수치해석적 검증을 위하여 기존 설

계자료를 기반으로 스트럿 적용 여부에 따른 단면

력의 증감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사례는 Fig. 3과 같다. 교량 폭 5.0m이며 

2개의 강재 주형이 2.5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

며 교량길이는 20.0m이다. 재료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강재의 허용압축응력에 대

하여는 국부좌굴을 고려하는 여부에 따라서 별도

의 계산이 필요하다.

기존 사례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은 Fig. 4와 같

다. 구조물의 도심(centroid)을 3차원 보요소

(beam element)로 구성하였고 프로그램은 

MIDAS Civil 2012를 사용하였다. 절점번호 

DK05와 LW03, DK09와 RW03을 연결하여 양측 

우각부에 점선으로 스트럿 부재를 표현하였다. 라

멘 구조의 경계조건은 고정단으로 구성하였다. 실

제 설계 사례는 지반 강성을 고려하였으나, 수치

해석의 목적은 기존 사례와 스트럿에 의한 모델의 

단면력 상대비교이므로 경계조건의 형태와 무관하

여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고정단 경계조건을 형

성하였다. 우각부에서 0.5m 이격된 위치를 선정

하였다.

(a) Logitudical section of bridge

(b) Cross section of bridge

Fig. 3 Design section of existing case

Fig. 4 Numerical model for the entire structural 

system

Properties Concrete
Reinforcing

Bar
Steel

Type 19-27-15 SD40 SM490

Strength =27.0 - -

Modulus of 
elasticity




 

= 27,804

=

200,000

=

205,000

Yield
Strength

- 400 320

Allowable 
Tensile

Strength
- 180 190

Allowable 
Compressive

Strength

 

=10.8
160

190
(considering 

local 
buckling)

������ �	� =�������� #��#����� � � � � � � � V�����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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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에 사용된 강재의 단면제원을 검토 단면별

로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강재 거더의 상부와 

하부 플랜지의 폭은 500mm이고 두께는 26mm이

다. 복부 높이는 374mm이므로 강재 거더 전체 

높이는 374+26+26 = 426mm이다. 스트럿에 사

용한 단면은 H200×200×8×12로써 단면적은 

0.00635m이다.

items

Beam-Column Joint
(DK02)

Center of girder
(DK07)

Width Thickness Width Thickness

Upper
flange

(×)
500 26 400 14

Web

(×)
374 26 374 14

Lower
flange

(×)
500 26 400 26

������ �	� )�������� #��#����� � � � � � � � V����� �� ��W

(a) Genereal model
(Model 200)

(b) Model using a strut
(Model 210)

(c) Convergence cross-section model (Model 300)

Fig. 5 Numerical analysis model for a specific part

3.2 우각부 부분 모델

3.2.1 해석 방법

Fig. 5(a)는 스트럿이 없는 모델(모델200)로써 

기존 사례와 동일한 조건의 모델이며 Fig. 5(b)는 

스트럿이 설치된 모델(모델210)이다. Fig. 5(c)는 

강재 거더와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합성된 모

델(모델300)로써 스트럿이 해체된 구조이다.

Fig. 5(a)에 작용하는 하중은 이며 이 때 발

생하는 처짐값은 이다.

우각부 부분 모델 거더부 길이를 라고 할때, 

은 에서의 처짐을 나타내며 이는 스트럿이 없

는 전체 구조계 에서의 처짐과 동치이다. 순수 

강재 거더는 가설이 완료되어 자중이 작용하는 상

태에서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콘크

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분포하중으로 작용하는 구

조계가 된다. 이 때에서 처짐을 이라고 하면, 

우각부 부분 모델의 연단부 에서 을 유발하는 

하중을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하중이 

이다. 동일한 하중 을 Fig. 5(b)에 작용시켜 

발생하는 처짐을 라고 하고 이 때 스트럿에 작

용하는 단면력을 라고 한다.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강재 거더와 합성단면으로 구성된 상태

에서 스트럿을 해체하면 스.트럿에 작용했던 작용

력 의 연직방향 성분 를 추가적으로 스트럿

이 설치되었던 거더 위치에 Fig. 5(c)와 같이 작용

시켜야 구조계는 평형 상태가 되며, 이때의 처짐

은 이다. 따라서 식 (6), (7)에 대입하면 스트럿

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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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치해석 모델

수치해석에 있어서 부분 모델은 해석의 시간을 

절약하고 상세부에 대한 정밀 모사를 통해 구조적 

거동의 민감도 분석을 위함이 하나의 목적이며, 

전체 구조계의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부분 

실험체 제작 수행에 대한 예비 검증차원에서 진행

하는 것이 또다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상세 해석과 분석을 통하여 기존 사례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치해석용 모델은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스트

럿이 없는 우각부 모델을 기준으로 스트럿이 있는 

우각부 모델과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타설된 

스트럿 없는 우각부 모델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스트럿이 없는 강재 주형 모델(모델 200)은 

Fig. 6과 같고, 스트럿이 적용된 수치해석 모델은 

Fig. 7이며,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합성된 수

치해석 모델은 Fig. 8과 같다.

4. 수치해석 결과

4.1 전체 구조계 모델 해석 결과

전체 구조계의 해석은 자중과 우각부 상단 부

모멘트 구간에 긴장력 도입 및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의 분포하중 작용 등의 시공단계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9는 기존 사례의 경우와 스트럿

이 설치된 경우의 각 모델에 대하여 거더에 콘크

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하중으로 작용하는 시공단

계에 대한 단면력도이고, Table 3각 시공단계별 

우각부 위험단면 위치(DK02)와 중앙부 위치

(DK05)에서의 단면력을 집계한 결과이다.

Fig. 6 General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Model 200)

Fig. 7 Model using a strut for numerical analysis 

(Model 210)

Fig. 8 Convergence cross-section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Model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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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isting case

(b) Model using struts

Fig. 9 Sectional forces by slab

Table 3에서 기존 사례의 지점부(DK02)는 최

종적으로 -783.831kN-m의 부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부(DK07)는 388.309kN-m가 정모멘

트가 작용하고 있다. 

스트럿 적용 모델의 단면력은 지점부(DK02)

에서 -725.800kN-m이고 중앙부(DK07)에서는 

363.800kN-m로 산정되었다. 이는 기존 사례와 

대비하여 지점부의 경우 7.4%의 단면력 저감과 

중앙부의 경우 6.31%의 단면력 저감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는 기존 사례 모델에 대한 위치별 처

짐값을 시공 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앙부

(DK05)에서의 처짐값은 자중인 경우 -6.10mm의 

하향 처짐이 발생하였고 거더 지점부 상단에 배

치되어 있는 긴장재의 긴장력 도입에 의한 상향 

처짐은 1.33mm 발생하였으며,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타설에 의한 처짐은 -50.60mm 발생하였

다. 스트럿이 연결되는 위치인 절점번호 DK05에

서는 자중인 경우 -3.38mm, 긴장력 도입에 의

한 상향 처짐 0.84mm,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타설에 의한 처짐은 -27.60mm가 발생하

였다. 3.2.(1)의 전술한 내용과 같이 은 27.60mm

이다.

Const-
ruction
Steps

Beam-Column 
Joint

(DK02)

Center of girder
(DK07)

Existing
case

Strut
Existing

case
Strut

Self
Weight

-85.210 -13.100 36.500 17.300

Prestress
-ing
(1)

62.179 - -6.391 -

Slab -760.800 -86.600 358.200 178.600

Prestress
-ing
(2)

- -53.700 - -2.300

Axial 
force by 

Strut
- -679.800 - 170.200

Sum -783.831 -725.800 388.309 363.800

Ratio
(%)

-
92.60

(▽7.40)
-

93.69
(▽6.31)

������  	� (��#������� ������� ��� ��������� �������
������� ��� �2������ ����� ���� ���� �����

V����� �� >�1�W

Items
Beam-Column

Joint
(DK02)

Beam-Strut
Joint

(DK05)

Center 
of girder
(DK07)

location
(m)

0.50 5.00 10.50 

Self 
Weight

-0.20 -3.38 -6.10

Prestressing 0.00 0.84 1.33

Slab -1.58 -27.60 -50.60

������ !	� ���� ������� ��� ������������ ���
����������� �����

V�����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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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각부 부분 모델 해석 결과

4.2.1 스트럿이 없는 모델 

Fig. 10은 작용하중() 50kN인 경우 수치해

석 모델의 변형도와 응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0(a)에서 연직방향 처짐 은 27.07mm이고, 

Table 4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하중에 의한 

처짐 -27.60mm와 ±1.92%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엄격하게 분석한다면 Table 4는 교량의 처짐 

즉 하나의 경간에서 특정 검토단면에 대한 처짐이

므로 Fig. 10과 같이 부분 모델의 캔틸레버부 연

직처짐과 직접비교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설계 및 시공의 사례에서 특

정 기준이 되는 처짐값을 발췌하여 이 값이 유발

되는 하중을 역으로 산정하고 향후 진행되는 동일

한 부분 모델 해석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

대적인 비교에 있어서 합리적인 분석으로 판단하

므로 타당하다. 

4.2.2 스트럿 적용 모델

Fig. 11은 작용하중 이 50kN인 경우 스트럿

이 적용된 수치해석 모델의 변형도와 단면 응력도

이다. Fig. 11(a)에서 연직방향 처짐 은 8.56mm

이다. 스트럿에 작용하는 응력은 Fig. 11(b)에서 

-16.14MPa이다. 수치해석 프로그램의 부호규약은 

(a) Deformation diagram by Load 50kN

-16.14MPa

(b) Stress diagram by Load 50kN

Fig. 11 The results of model using strut (Model 210)

(a) Deformation diagram by Load 50kN

(b) Stress diagram by Load 50kN

Fig. 10 The results of general model (Model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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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가 압축을 나타내고 (+)부호가 인장을 나타

낸다. 스트럿의 단면적으로 곱하여 작용력을 산정

하면, 16.14 × 63.53 × 100/1,000 = 102.54kN

이다. 102.54kN의 연직방향 분력은 Fig. 7의 임시 

압축부재 스트럿 길이 제원으로 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102.54 × 1,774/4,938 = 36.84kN이다.

4.2.3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합성 모델 

Fig. 12는 강재 거더와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가 합성된 모델이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이후 스

트럿이 해체되며 스트럿에 작용하고 있는 축력의 

연직성분이 스트럿과 강재 거더의 연결부에 작용

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처짐이 유발되어야 최종적

으로 정역학적 평형이 구성된다. 산정된 스트럿 

축력 의 연직분력 36.84kN을 모델300에 작용

시켜 처짐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 연직분력을 약 30% 할증하

여 50kN까지 증가시켜 재하하였다. 콘크리트 바

닥판 슬래브의 시공에 따른 별도의 가설하중을 반

영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

은 하중 증가계수를 적용시켰다. 이상의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 처짐값 는 Fig. 12에서 3.78mm

의 하향처짐이 발생하였다.

Fig. 12 The results of deformation of convergence

cross-section model (Model 300)

4.2.4 고찰

스트럿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처짐 결과는 모델

210의 처짐과 모델 300의 처짐으로써 이 

8.56mm, 가 3.78mm이므로 최종 12.34mm이

다. 이 27.07mm이므로 식(7)     

의 결과로 나타났다. 기존 설계 사례인 스트럿이 

없는 결과에 대하여      =45.59%의 결

과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강재 재료와 콘크리트 재료가 융합

된 구조물이 적용된 교량에 대하여 시공단계별 구

조적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거

더와 벽체가 만나는 지점부(우각부)에서 임시 경사

부재 스트럿를 적용하여 다지점 형성에 따른 단면

력 저감 효과와 구조물 사용성 검토의 지표인 처

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강재와 콘크리트재료의 융합전 단계와 융합 후 

단계 등 구조계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일

시적인 스트럿 부재 설치 및 해체에 따라 작용하

중에 의해 발생하는 단면력을 지점부에서 7.40% 

그리고 중앙부에서 6.31% 저감시키는 효과를 유

도하였다.

지점부 부분 모델에서 시공단계별 스트럿 부재 

설치 및 해체에 따라 특정 검토 위치의 구조물 처

짐은 54.41%개선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단면력의 저감은 스트럿 부재의 설

치 및 해체로 인한 다지점 형성에 의한 효율적인 

하중분배를 구현한 결과이고, 구조물 처짐의 개선

은 재료 융합단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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