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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C box girder bridges are built through the repetitive manufacturing process of concrete segment. 

However, during the initial segment manufacturing stage, design change may occur frequently due to 

design errors and interferences between components, resulting in the extension of segment manufacturing 

period.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SC box girder segment by 3D 

simulation technique. All the components of a segment were modelled and assembled by simulation 

technique and then, some design errors were found and revised appropriately to optimize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egment. Consequently, 3D simulation technique would be promis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gment and to reduce its manufacturing time an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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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건설 산업은 기계․제조 산업과는 달리 시제품을 통한 설계검증  조립검증이 힘들고, 시제

품을 제작한다 하더라고 일부분에 국한되어 용되고 있으며, 막 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설 구조물

을 시공하기 에 시뮬 이션 기술을 용함으로써 설계상의 문제 을 악하거나 시공성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공기 단축  비용 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뮬 이션은 상 구조물, 시공 순서 등을 모사할 수 있는 3D 기반의 모델을 가상공간에서 구 하여 구

조물이 실제 시공되기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측,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기술이다. 타 산업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해체공정(송태길, 2001), 소형 부품 조립을 한 소형 공장

(서주 , 2007), 작업 동작의 인간공학 분석(김남두, 2007), 조선소 패  블록 조립 라인(한상동, 2008)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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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분야에 걸쳐 시뮬 이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의 시뮬

이션 기법은 여객기 터미  포장공정의 생산성 향상에 한 연구(김경주, 2000)나, 근래 4D 개념을 도입하여 

시공 단계별 로세스를 분석하는 연구(강인석과 지상복, 2006; Ting Huang 등, 2007), 교량 상세 설계  

시공을 한 DMU 활용 연구(이윤범 등 2007) 등에서 용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건설 공사의 세부 

로세스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재 25 m 이상의 경간을 가지는 콘크리트 교량은 부분 PSC교로 가설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PSC교

량  FCM(Free Cantilevering Method) 공법으로 시공되는 상부 거더는 체 으로 비슷한 시공과정을 가

지고 반복 인 작업을 거쳐 제작된다. 세그먼트 제작을 한 철근 조립의 경우, 장 철근 조립 담당자 외에

는 철근 배치  과정을 정확히 악하고 못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확인도 불가능하여 유지 리 인 측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CM 공법의 PSC교량을 상으로 상부 세그먼트의 3차원 모

델을 구 하고, 시공 에 시뮬 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세그먼트를 제작 과정을 모사해 으로써 작업 순서

와 부품 간의 간섭 문제 등에 하여 3차원 시뮬 이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PSC 박스거더교 세그먼트 제작공정  공정장치의 3차원 모델링

2.1 박스거더 제작공정

FCM 공법은 교각(주두부)으로부터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Form Traveller : F/T)를 이용

하여 한 세그먼트씩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리스트 스를 도입하여 이 부분을 지지 으로 하여 순차 으로 

교량을 가설하여 최종 으로 지간 앙에서 양쪽 교량을 폐합시켜 교량을 완성하는 공법이다(변종규, 1992). 

일반 으로 박스거더 제작공정은 세그먼트 가설 치로 F/T를 이동하고 거푸집을 설치한 후, 철근 배근 치

와 순서에 맞춰 작업하는 철근 조립 공정, 강연선 치를 확보하기 한 쉬스  배치 공정, 앵커를 정착하고 

보강하기 한 강연선 정착구 설치 공정, 콘크리트 타설  양생 공정, 그리고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기 한 강연선 긴장 공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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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설치

쉬스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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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재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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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그림 1. 상부 세그먼트 제작 공정 흐름도

2.2 박스 거더 제작공정 최 화 로세스

세그먼트 제작은 시공 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정을 최 화하기 때문에 상 으로 기 세그먼트 

제작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림 2는 상부 세그먼트 최 화 공정 도출 과정의 행(As-is) 로세

스와 시뮬 이션을 용한 향후(To-be) 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다. 장에서 박스거더 제작공정을 최 화하

는 과정은 일반 으로 첫 번째 세그먼트 제작시 발생되는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하여 다음 세그먼트 작업

시 반 하는 식으로 반복 인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 을 해결해 나간다. 세그먼트 제작과 련된 부서에서는 

기 세그먼트 제작에서 도출된 문제 들의 해결을 통해 다음에 제작하게 될 세그먼트 제작 로세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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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완함으로써 최 화된 로세스를 도출한다. 실제 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 번째 는 네 

번째 세그먼트 제작에 이르러서야 최 화된 제작 로세스를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 이션을 통하여 

제작과정의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하여 최 의 제작 로세스를 도출하여 세그먼트 제작에 들어간다면 

기 세그먼트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으로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2. As-Is vs. To-Be 세그먼트 제작 프로세스 비교

2.3 3차원 모델링

PSC 박스거더 세그먼트의 3차원 모델은 콘크리트, 철근, 쉬스 , 강연선, 정착장치로 구성되며, 철근은 모

든 철근을 개별 인 부품으로 구성하 다. 각각 구성된 부품들을 사용하여 Top-down 방식으로 서로의 계

가 정의된 제품계층구조(Product Breakdown Structure : PBS)를 바탕으로 하나의 세그먼트를 구성하 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PSC 박스의 시뮬 이션 환경을 구성하기 하여 주탑  타 세그먼트와 이동식 가설

장비인 F/T의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PSC 박스거더교 상부 세그먼트의 제품계층구조와 이를 반

하여 조립한 3차원 모델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PSC 박스거더교 세그먼트와 F/T를 구성하는 구성자

재의 3차원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CM 공법의 가상 교량 건설 공간에서 F/T를 배치하고 PSC 박스거더 

구성자재들의 조립을 통하여 그림 5와 같이 세그먼트 제작 시의 철근-철근, 철근-쉬스 의 간섭 문제  조

립성을 악하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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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SC 박스거더교 상부 세그먼트의 제품계층구조 및 3차원 모델

그림 4. PSC 박스와 F/T의 3차원 모델

그림 5. 3차원 모델의 Digital Mock-up을 통한 간섭 및 조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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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C 박스거더교 세그먼트 제작공정의 3차원 시뮬 이션

3.1 세그먼트 제작공정의 조립 시뮬 이션

본 연구에서는 2.3 에서 구 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세그먼트 제작 공정에 따라 PSC 박스거더의 조립 

과정을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6은 PSC 박스거더교의 세그먼트 제작공정에 한 시뮬 이션으로 

F/T이동, 철근 조립  쉬스  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체 공정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

여 다.

1) F/T 이동 및 고정 2) 하부 및 복부 철근 조립 3) 쉬스관 배치

4) 내부 Form 설치 5) 상부 및 격벽 철근 조립 6) 2차 쉬스관 배치

7)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8) 세그먼트 제작 완료 9) 다음 세그먼트로 F/T 이동

그림 6. PSC 박스거더교 세그먼트 제작공정의 시뮬레이션

3.2 시뮬 이션 효과

3D 기반의 시뮬 이션을 통하여 세그먼트 제작 공정을 시각화함으로써 자재들 간의 공간 확보, 조립 순서 

등을 가상공간에서 검토할 수 있었고, 수정 방안을 결정하여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강연선 정착 

블록의 경우, 시뮬 이션을 통하여 주철근을 배근한 후 블록 보강 철근을 조립할 때 간섭이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립 순서를 바꾸어 시뮬 이션을 수행해

본 결과, 보강 철근  일부를 주철근 보다 먼  배근함으로써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3차원 시뮬 이션은 작업자의 안 성 검토, 이동 경로 검토, 장비 배치 검토 그리고 교육자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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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행 PSC 박스거더교 상부 세그먼트 제작 공정 로세스를 분석하고, 시뮬 이션 기술이 포함된 개선

된 제작 공정 로세스를 제시하 다.

(2) PSC 박스거더교 세그먼트의 제품계층구조를 정의하여 3차원 모델을 구 하고, 제작 공정 로세스에 

따라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부품 간의 간섭  조립성의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하여 그 결과를 시공 장에 반 함으로써 세그먼트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3) 건설공사에서는 시공 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 때

문에 사 에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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