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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사장교는 재료의 특성상 크리프 및 건조수축 등에 의한 장기거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 예측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CEB- FIP모델과 AC I 모델을 예제 교량에 적용하 

여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형 모멘트의 경우 CEB-FIP 모델이 ACI 모델보다 상대습도 변화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영향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힌 동일 조건에서도 두 모델간 장기거 

동이 일부 단면에서는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장기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는 재료시험과 예측모텔간의 영향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거친 후에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액심용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사장교, 장기거동, 상대습도, AC I 모델, CEB-FIP모델 

ABSTRACT The long-tenn behaviors of prestressed concrete cable-stayed bridges are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tune 

dependant material characteristics such as creep and shrink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the change of relative 

humidity by application of the CEB-FIP model and ACT model , which are generally used in the prediction of long-term behav

ior of concrete sηuctures. ln case of the moment of girder, CEB-FIP model predicted a bigger effect of relative humidity change 

than the ACI model. Furthennore, the effect was signiβcant. Also, the long-term behaviors between these models were different 

each other even under the S없ne material condition. Therefore, the prediction of the long-tenn behavior sho비d be compensated 

afte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s비ts of material tests of each construction site and between the different models 

KEYWORDS prestressed concrete cable-stayed bridge, long-tenn behavior, relative humidity, ACl model, CEB-FLP model 

1 . 서 릎g 

‘--

사장교는 인장재인 케이블, 휩압축재인 주탑과 보강형 

의 부재틀을 결합시켜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장경 

간용 교량 구조물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돌산 

대교가 준공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속도로 장 

경간 교량형식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 다. 표 l은 2007 

년 현재 국내에서 시공중인 사장교 현황이다(한수영 등, 

2007).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보강형의 재료로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교수(E mail: hwanw。。@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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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 합성형 주형이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주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주형을 이용한 사장교는 콘 

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크리프, 건 조수축 등에 의한 장기 

거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Shon, 2004; Ghali , 2001 ). 이 

러한 장기 거동 특성으로 인하여 강재 사장교와 비교할 

때 응력의 재분배와 시공 중 구조계의 변화 등 때문에 구 

조해석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남유석 등, 

2007; 윤영 만, 2003 ; 조창근, 2005). 또한 콘크리트 장기 변 

형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 

인 환경조건과 일치하는 예측 모델식이 필요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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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공중인 국내 사장교 현황 (2007 년 기준 ) 

교량명 설계년 설계사 시공사 

금빛대교 2003 OM Eng. 현대건설 

신완도대교 2003 서영기술단 삼성건설 

운남대교 2003 유신Corp (주)남양건설 

고하죽교 2004 다산Consu l. GS건설 

돌산화태 2004 유신Corp. 한진중공업 

마창대교 2004 현대 Eng. 현대건설 

한돌대교 2004 유신Corp. (주)한진중공업 

거가대교 시공병행 COWi(댄) OM 대-。「커」서 근 

인천대교 시공병행 Choda i (일) 삼성건설 

청풍대교 2005 En vi co 대림산업 

우두종화 2005 유신Corp ‘ 대림산업 

북항대교 2005 유신Corp 현대산업개발 

화포대교 2005 (주)서영 Eng 삼성건설 

월드컵대교 2006 유신Corp. 현대건설 

세풍대교 2006 (주)청석 Eng (주)대림산업 

화명대교 2007 도화/신성 Eng. 현대건설 

따라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모델들이 제시되어 있 

다. 국내에서는 특별히 인정받은 모댈식이 아닌 경우에는 

CEB-FIP 모넬에 기초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 

리트학회, 2007)의 콘크리트 장기거동 예측 모댈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과 실험실에서의 조건들이 

차이가 있고, 고려하는 영향인자들의 종류나 적용한계 등 

에서도 차이가 있어 월등히 우수한 예측 모댈을 특정하기 

는 매우 힘들다. 한편 일반적으로 설계시에는 장기거동의 

영향인자 중 하나인 상대습도를 연평균 70%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교량이 시공되는 지역별로 연평균 상대 

습도의 차이가 있고, 주탑과 주형의 콘크리트 타설시기가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교량은 강이나 바다 등 습도가 높 

은 곳에서 시공되기 때문에 상대습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Chem, 1985)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기거동 예측에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CEB-FIP 모댈(ComitEuro-lntemational du Bton, 199 l ) 

과 ACI 모댈(ACI Committee 209, 1992)을 예제 교량에 적용 

하여 장기거동을 해석한다. 이를 통하여 모델간 장기거동 

의 예측결과를 비교하고 모델식의 영향인자 중 하나인 상 

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 사장교의 해석 

사장교는 예기치 못한 시공조건의 변화와 콘크리트 주 

형주탑과 케이블의 비선형 특성 등 많은 설계변수로 인해 

매우 복잡한 구조거동을 한다. 사장교의 구조해석에서도 

흔L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11권 제3호 

경 간구성 (M) 거더형식 

120+198+480 
복합트러스 +198 +120 

90+200+140 강상판상형 
70+2@ 152.5+ 70 콘크리트박스거더 

200+500+200 강상판상형 
71+189+500+ 189+7 l 강합성형 

170+400+ 170 강합성형 

2@7 1+2@189+150 강합성상형 

220+475+220+ I 06+2@230+ I 06 카。t 서 。혀 

80+260+800+260+80 강상판상형 
22+35+327+35+22 복합형 

35+82+230+82+35 PSC 

60+227+540+227+60 경사형 Edge l형 Girder 

46.5+ 113.5+260+ I 00 콘크리트 Edge 거더 

10(]+225+120+95 강합성상형 

3@50+57 .5+85+2@220+85+5 7 .5 콘크리트 Edge 거더 

11 5+270+11 5 콘크리트박스거더 

일반적인 구조해석 내용인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정 

적해석과 고유진동해석, 이동차량해석, 지진하중해석 및 

풍하중해석과 같은 동적해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케이블 

설치시에 도입하는 케이블 긴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완성계 상태에서 사하중에 대한 초기평형상태를 결 

정하고 시공과정에 따른 시공단계해석이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사장교의 설계시 완성계 상태의 전체 해석에서는 

구조물의 제원과 케이블의 단면 및 장력을 산정하고, 시 

공단계해석에서는 단계별 케이블의 도입장력과 제작 및 

시공캠벼를결정한다-

시공단계해석은 역방향해석과 순방향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방향해석은 시공과정과 반대로 초기평형상 

태의 완성계 형상이 결정된 구조물에서 가설부재와 하 

증을 시공의 역방향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 순방향해석은 시공이 진행되는 순서대 

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순방향해석에서는 시간 

이력을 고려할 수 있고, 각 계산 단계에서의 힘과 모멘 

트가 결정되므로 가설 중 구조물의 응력을 검토할 수 있 

는장점이 있다. 

3. 콘크리트 장기거동 예측모델 

콘크리트 장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모댈식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모댈식도 콘크리트의 장기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실험 

실에서 행하는 재료와 실제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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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때문이고, 둘째 장기 거동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셋째 실제 구조물이 놓이는 환 

경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이러한 가변성을 모두 고려한 모 

델식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2는 여 

러 가지 모댈식의 영향인자를 보여준다. 모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영향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ACI 모댈, CEB-FIP 모 

델 및 B3 모댈(Bazant, 1995)의 사용한계와특정을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ACI 모댈식은 일반적인 환경에 놓인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환경, 예 

를 들면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높은 열을 받는 구조 

물 동에는 적용하는데 는 무리가 있다. CEB-FIP 모텔은 

일반적인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인 압축강도가 12MPa에 

서 80MPa인 콘크리트에 응력이 약 Q.4 hm(η미만이 작용 

할 때 이용할 수 있다(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07). 물 

론 0.6κmCη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경 

표 2. 장기거동 해석모댈의 영향인자 (Shon, 2004) 

METHOD 

골재형 태(aggregate type) 

골재-시멘트비(A/C rat띠) 

공기 량(air content) 

l‘。.잉t」)。- 단위시멘트량(cement content) 

시 멘트형 태(cement type) 

」t윌S그 콘크리트 밀도(concrete density) 

잔골재/골재(fine/total aggregate ratio) 

슬럼프치(slump) 

물/시멘트 비(W/C ratio) 

단위수량(water content) 

초기하중재하시간(age at first loading) 

시료의 재령(age of sample) 

작용하중(applied stress) 

하중재하시 강도(characteristic sσength at loading) 

단변형상(cross-sect ion shape) 

:。융」~ 양생조건(curing conditions) 

28일 강도(compressive strength at 28 days) 
t‘~”j 히중지속 시간(duration of load) 

띠§ 유효두께(effective thi이cness) 

하중재하시 탄성계수(elastic modulus at age of loading) 

28일 탄성계수(elastic modulus at 28 days) 

상대습도(relative humid1이 

온도(temperature) 

건조시작시간(time drying commences) 

*SABS: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BS: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AS: Standards Association of Australia 

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보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통 

구조물이 놓이게 되는 상대습도가 40%에서 100%, 평균 

온도가 5℃∼30。C정도에 이용될 수 있다.이 모댈식은 압축 

력을 받을 때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인장력에 대해서 

도 큰 오자없이 이용될 수 있다.이 모텔식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콘크리트의 펑균압축강도 hm(t') 또는 설 

계기준 압축강도 fcit'), 부재의 크기, 주위공기의 평균상 

대습도, 재하시의 재령, 건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재령, 

재하기간 등이 펼요하다. 또한 시벤트의 종류, 양생옹도, 

옹도변화, 작용하중 등이 주어지면 보다 정확하게 보정 

된 모델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B3모델은 Northwestern 

대학의 Bazant교수가 1995년에 수정하여 제시한 모댈식 

이다. 모텔식의 사용 가능한 범위로는 I) 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한 경우, 2) 콘크리트압축강도가 2500ξ fc' 드 

10000 psi, 3) 물시멘트가 0.3ξwlcξ0.85, 4) 단위시멘트량 

이 10ξc~45 lb/뻐, 5)골재시멘트 중량비가 2.5ξaleξ 13.5로 

*SABS **BS AC! ***AS 
C타3-FIP αB-FIP CEB-FIP 

R江EM

0100 8110 209 3600 ModelB3 
(1992) (1985) (1992) (1988) 

(1970) (1978) (1990) 
(1995) 

x 
x 

x 

x × 

x x x x 

× x 

x 

x 

x × 

x 

x x x x x x x x 

x 

x x x × x x x x 

× x 

x 

x 

× x x × x x 

x × × x x x 

x x x x x x x × 

x x x 

x x x × x x x × 

x x x x x x x x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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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이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험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정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 

4. 수치해석 

4.1 예제 교량 

예제 교량은 총 연장이 SOOm이고 주경간의 길이가 270m 

이며 교량폭원이 27.8 m로서 FCM공법으로 시공되는 3경 

간의 2주탑 l면 콘크리트 박스거더 사장교이다. 주탑의 

형식은 1면 콘크리트 주탑이며 케이블형식은 다중스트랜 

트 형식의 l면 팬형식 배치이고, 기초는 현장타설 말뚝기 

초이다. 그림 l과 그림 2는 예제 교량의 경간 구성과 상부 

구조의 대표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2 구조해석 

해석에 사용된 구조모댈은 그림 3과 같고 범용해석 프 

로그램 인 MIDAS CIVIL 2006(마이다스아이 티 ' 2006)을 

시용하였다 

시공단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공단계는 주탑이 가 

설되는 단계에서 부터 시공완료 후 10,000일까지 총 108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의 주요 공정은 주탑가설, 보강 

~ 
l흐표g;옆뜨! ~쁘;옆!!!!! 

'"'·""""·"" ”--‘.,”·"" 

@ @ 

그림 3. 프로그램 모밀링 형상 

형 세그먼트 가설, 댄던의 설치 및 긴장, 케이블 가설 등이 

있으며, 이동식거푸집 설치 및 이동 등으로 구분된다 

4.3 해석 결과 

4.3 .1 재료모델의 비교 

예제 교량을 대상으로 ACI 모델과 CEB-FIP 모댈에 의 

한 장기거동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예측 모텔에 적용 

된 입력값은 기본적으로 표 3과 같으며 A Cl 모댈의 경우 

에 대하여는 공기량 6%, 시멘트량 5.32, 콘크리트 압축강 

도 계수 a=4, b=0.85를 적용하였다. 

그림 4는 부재력과 변위의 검토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는 가설완료 후 10,00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형과 

주탑 그리고 케이블의 부재력과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 llCI0-129.200(F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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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제 교량의 경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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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제 교량의 상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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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모댈식에 적용된 입력값 

입력값 28일 상대습도 개념부재 건조시작 시멘트 슬럼프 잔골재량 
모댈 강도(MPa) (%) 치수(mm) 시간(day) 종류계수 (m) (%) 

AC! 40 70 386 3 0.18 

CEB-F!P 40 70 386 3 0.25 45 

그림 4. 대상 모댈의 부재력, 변위 검토 위치 

그림 5∼그림 8에는 주형과 주탑의 위치별 단면력을 나타냈 

다. 표와 그림에서 나타낸 부재력과 변위는 ACI 모댈과 

CEB-FIP 모댈을 적용한 것과 시간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형탄성 해석의 결과이다. 표 4의 괄호 안 숫자는 ACI 

모델을 기준으로 다른 두 모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000일이 지난 후의 부재력 

과 변위가 부재 위치와 모넬 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형의 모멘트는 CEB-FIP 모댈은 ACI 모댈 

의 약 60%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 

탑의 축력은 모든 모델이 거 의 동일한 값을 가지며, 모멘 

트는 단면이 큰 주탑의 최하단에서 CEB-FIP 모댈이 ACI 

모델보다 약 7배 정도 큰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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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설 완료 후 10,000일 경과시 주형의 촉력 

표4 가설완료후 10,000 일 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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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설 완료 후 10 ,000일 경과시 주형의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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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설 완료 후 10,000일 경과시 주탑의 축력 

401 404 407 410 413 ‘16 419 422 425 428 ‘31 434 43 7 
150000 

100000 

E 

~ε 50000 

띠| 
i<J 
머 

WD ,. 

히
 

히
 뼈 뼈
 

뼈
 꽤
 
“
R 얘

 짧 
얘
 

-50000 •----------• -----•-- •••--- -

-100000 
쭈탑부재 

그림 8. 가설 완료 후 10,000일 경과시 주탑의 모멘트 

모델 ACI CEB-F!P 선형탄성해석 
내용 

주형 
축력(kN) 11251 7( 1) 103734(0.92) I I 7695( 1.05) 

모멘트(kNm) 74810(1) 44875(0.60) 112720(1.52) 

주탑 
축력(kN) 169592( I) I 69896( 1.0) I 67077(0 .98) 

모멘트(I이m) 20080(1) 140064(6.98) 644502(32) 

변위 주탑(Ox) 0.058( I) 0. I 25(2.16) 0.0 18(0.3 I) 

(m) 주형(Dz) -0.29(1) -0.285(0.98) -0.076(2.62) 

케이블장력(kN) 875 1(1) 8582(0.98) 8927(1 .02) 

Journal of The Kαean s。ciety of S잉et.외 Secunty, Vol. 1,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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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멸 연평균 상대습도 ( 기상청 ' 2007) 

지역 | 인천 | 대구 
상대 습도(%) I 68.8 I 58.4 

'";'71._;:;iι 

-o-「

68.4 

예제 교량에 대한 해석결과 단면이 큰 주탑하부 등에서 

는 재료모텔에 따른 장기거동 의 예측량이 재료모댈에 따 

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 

공 단계가 다양하고 주탑과 같이 단면이 큰 부재를 가진 

장경간의 콘크리트 사장교에서의 장기거동 예측에는 재 

료 모댈간의 비교와 현장시험을 통한 모댈적용의 보완이 

절대적 으로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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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CI 모델의 상대습도에 따른 주형 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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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CI 모델의 상대슴도에 따른 주혈 모멘트 

표 6. 시공완료 직 후 10,000 일 경과시 상대습도에 따른 영향 

통영 

71.3 

여수 

65.0 

사
」
2
 

군
 
-% 

거제 

69.4 

부산 

61.5 

4 .3.2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영향 

표 5는 2007년 지역별 평균 상대습도를 나타낸 자료이 

다. 일반적으로 설계시에는 장기거동의 영향인자 중 하나 

인 상대습도를 연평균으로 하여 7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역별로 상대습도가 

60%·∼80%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그림 12는 부재 위치별 ACI, CEB-FIP 모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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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CEB-FIP 모델의 상대습도에 따른 주형 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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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EB-FIP 모댈의 상대습도에 따른 주형 모멘트 

상대습도(%) 내용 60 70 80 

ACI 112271(0.99) 112610(1) 11 2974(1.00) 
축력(kN) 

CEB-FIP 101931(0.98) 103623(1) 105798(1.02) 
주형 AC! 70871 (0.96) 74150( 1) 77664(1.05) 

모멘트(냉m) 
CEB-FIP 38200(0.85) 44988(1) 53486(1 ‘ 19) 

ACT 167545(1.00) 167515(1) 167483(0.99) 
축력 (kN) 

CEB-FIP 167902( 1.00) 167823(1) 167723(0.99) 
주탑 

ACI 860(0.20) 4250(1) 7952( 1.874) 
모멘트(찌m) 

CEB-FIP 155827(1.18) 131754(1) 101 216(0.78) 

ACI 0.063(1.07) 0.058( l) 0.054(0.93) 
주탑(Ox) 

CEB-FIP 0.143(1.13) 0.126(1) 0.105(0.83) 
변위(m) 

AC! -0.177(1.08) -0.164( 1) -0.153(0.93) 
주형 (Dz) 

CEB-F!P -0.323(1. 13) -0.286( l ) -0.243(0.85) 

케이블장력 AC! 8517(0.97) 8810(1) 8831(1.00) 

(kN) CEB-FIP 8417(0.98) 8579(1) 8654(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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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완료 후 10,000일 경과시 상대습도에 따른 주형의 부 

재력을 나타낸 그림이며, 표 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 

기서의 부재력과 변위의 검토 위치도 그림 4와 같다, 표 

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형과 주탑의 축력에는 변화 

가 거의 없지만, 주형의 모멘트 값은 70%를 기준으로 

ACI 모텔은 상대습도가 10%건조한 경우 4% 감소, 습윤 

한 경우 5%증가 한다 그리고 CEB-FIP 모댈은 상대습도 

가 10%건조한 경우 15% 감소, 10%습윤한 경우 19% 증 

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시 지역별 연평균 상 

대습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제 교량 

의 경우에 CEB-FIP 모댈이 ACI 모텔보다 상대습도에 변 

화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5 . 결 르르 ._ 

I) 예제 교량의 경우 단면이 큰 주탑하부 등에서는 재료 

모텔에 따른 장기거동의 예측량이 재료모댈에 따라 무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시공단계가 

다양하고 주탑과 같이 단면이 큰 부재를 가진 장경간의 

콘크리트 사장교에서의 장기거동 예측에는 재료모댈간의 

비교와 현장시험을 통하여 수치해석 결과의 보완이 절대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상대습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주형의 경우 CEB-FIP 모댈이 ACT 모델보다 상대습도 변 

화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콘크리트 사장교 

의 장기거동 해석시 주요 부재별 시공시기와 현장의 지역 

조건에 따른 상대습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 

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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