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EL
STRENGTHENED
GIRDER

www.ss-girder.co.kr



.co.kr   02HYOSUNG Steel Strengthened Girder

SS-GIRDER
for your convenient life

방재신기술 제107-1호 특허증 제10-0525054호 특허증 제10-0926137호



www.ss-girder.co.kr   02 03|

구조 안전성

•상단 돌출강재 합성으로 편심효과 증대 

•상단 돌출강재에 의한 바닥판 합성효과 증대

•비틀림 및 동적안정성이 우수하여 곡선교 적용성 우수(U-TYPE)

시공성
•일반 PSC거더과 유사한 시공공정으로 시공성 우수

•1차 긴장만으로 거더 제작 → 고소작업 최소화 

경제성

•일반 PSC거더 수준의 공사비로 경제성 우수

•상단 돌출강재 사용으로 강재량 최소화

•재료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성 우수

유지 관리성
•별도의 보수보강용 강연선 배치 가능

•거더 내부에 유지관리용 정착블록의 설치로 거더 미관 손상없이 유지관리 가능(U-Type)

-  강합성 SS거더(Steel Strengthened Girder)는 상단 돌출강재가 합성된 단면 적용으로, 단면의 강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처짐 및 진동을 감소시키고, 긴장재의 편심을 극대화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다 낮은형고 및 장지간이 가능한 경제적인

  강합성형 PSC 거더 공법

공법 개요

공법 특징                 

SS-Girder I-Type

정착구

상단 돌출강재
콘크리트

쉬스관

SS-Girder U-Type

정착구

상단 돌출강재
콘크리트

쉬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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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돌출강재의 효과

상부 플랜지에 돌출된 강재를 합성ㆍ제작하여 구조성능 향상

개량형 
PSC Girder 개량형 저형고

PSC Girder 개량형 
Preflex Girder Preflex GirderSS Girder

거더 기술의 개발 추이

PSC계열의 공법은 형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Preflex계열은 강연선을 도입하여 강재량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발전

기술적 특징

역T형 돌출강재 합성

역T형 상단 돌출강재

I형 돌출강재 합성

I형 상단 돌출강재

•�상단돌출강재로 바닥판 합성전 거더의 단면강성 증대 

(Es/Ec = 6~7)

•�중립축 이동으로 거더 하연의 프리스트레스 도입효율의 

향상

•�거더자중 및 형고 감소 → 장지간화, 형하공간확보

형고비 1/18 1/20 1/20~1/25 1/25 1/25

경제성 ○ ○ ○ △ X

시공성 ○ ○ ○ △ △

안전성 ○ ○ ○ △ △

유지관리 ○ ○ ○ △ X

여유고 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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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0m 기준

구분 상단강재 적용단면 일반단면 비고

횡단면도

거더 중앙부

편심

(강선~중립축) 

약 31% 증가

거더 높이 1.550m 1.550m

강재량 6.673tonf -

거더2차모멘트 0.385m⁴ 0.246m⁴ 약 56% ▲

주요 자재 비교

상단강재 유무에 따른 거더 단면강성 및 편심효과

SS거더와 개량형 PF거더

L=45.0m, C.T.C=2.5m 기준

구분 SS 거더 개량형 PF 거더 비고

형고 (바닥판 포함) 1.80m 1.80m 형고비 1/25

횡단면도

강재량 6.67tonf 22.60tonf 약 16tonf ▼

거더하중 106tonf 70tonf

1차고정하중 67.50tonf 113.51tonf

거더+1차고정하중 173.50tonf 183.51tonf 약 10tonf ▼

특징

▶ 복부단면 유효
▶ 강연선 효율 높음
▶ 1차 고정하중 상대적으로 적음
▶ 제작장 부지 상대적으로 좁음
▶ 복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없음
▶  역T형 상단강재 적용시 바닥판 하면

주철근의 강재관통 배제 가능
▶  프리캐스트 패널 적용 가능

▶ 복부단면 강성 무시
▶ 강연선 효율 낮음
▶ 바닥판 및 복부 1차 고정하중이 큼
▶ 제작대, 용접장으로 제작장 부지 넓음
▶ 복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필요
▶  바닥판 철근 조립시 복부 철근과 헌치 철근

모두 복부플레이트를 관통하여 배치
▶ 프리캐스트 패널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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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캐스트 패널 적용으로 시공공정 단순화 및 안전성 확보

프리캐스트 패널(LB-DECK) 적용

캔틸레버용 LB-DECK

LB-DECK 효과

•�고소작업시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ㆍ해체 공정 필요없음

•�단순반복 공정으로 작업 효율성 증대

•�캔틸레버부 적용으로 바닥판 전체 프리캐스트화 가능

•�거더에 브라켓 설치 후 LB-DECK 거치

•�시공후 브라켓하부 해체 가능

•�교량 구배에 맞춰 조절 가능

•�하부브라켓은 재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양호

LB-DECK 단면형상

LB-DECK 시공사진

•�최외측 거더와 인접한 내측거더에 내민보형태의 

프리캐스트 패널을 제작하여 시공

•�별도의 브라켓 및 가설동바리 불필요

•�브라켓 설치,해체가 필요없어 하부도로, 

철도횡단교량에서의 시공성 우수

브라켓형

내민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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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라멘교는 강합성 SS거더를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거더와 벽체를 일체화하는 라멘 공법으로

  형하공간 및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

- 강합성(Preflex)계열의 라멘교와 동일한 형고 적용시 경제성이 우수

▶ 기초 및 벽체 시공

     - 기초 및 벽체 : 모멘트 발생 無

▶ 바닥판 합성후 2차 고정하중(포장,방호벽)+

     공용하중 작용시

     →우각부 부모멘트 및 중앙부 정모멘트 발생

▶ 단순보 지지에 의한 SS거더 거치 후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Wet Con'c 상태 : 거더 양단 힌지상태)

▶ 거더자중+바닥판 콘크리트(1차 사하중) 작용시

→우각부 휨모멘트 : 0

▶ 우각부 부모멘트 감소로 장지간 라멘교 시공 가능

     →우각부 부모멘트는 보강철근으로 저항

SS라멘교

SS라멘교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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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공정

1. 제작대 설치

7. 거더 적치

4. 상단 돌출강재 설치

10. 바닥판 철근 조립

2. 철근 및 쉬스관 조립

8. 긴장력 도입

5. 콘크리트 타설

11.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3. 강재 거푸집 조립

9. 거더 가설

6. 증기양생

12. 교량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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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S Girder 프리플렉스 거더 개량형 PSC 거더

교  량

전  경

공  법

개  요

SS Girder 상단에 돌출강재를 합성하여 

단면강성 및 바닥판과의 합성효과를 

증대할 수 있고, 긴장재의 편심효과를 

극대화한 형식으로 저형고 및 장지간에 

적합한 경제적인 PSC 합성 거더 공법

자중에 의한 응력을 강재가 부담하여 

긴장전 콘크리트를 무응력 상태로 

제작한 후 가설직전 강선 긴장으로 

Prestress를 도입하는 강합성거더 

공법

빔 제작시 시공단계별 하중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긴장력을 도입 

하여 형고를 줄이거나 장지간 제작이 

가능한 PSC거더 공법

지간별
형   고

(바닥판
 포  함)

공  법

특  징 ▶ 빔 상단 돌출강재의 설치

▶ 빔 제작시 1회의 긴장력 도입

▶ 무게중심이 낮아 가설시 
안전성 확보

▶ PF하중없이 PS강연선에 의해
콘크리트 압축력 도입

▶ 빔 제작시 콘크리트 무응력상태
유지

▶ 매달기 거푸집 시스템 적용

▶ 시공단계별 하중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긴장력 도입

▶ 연속지점부 철근강결 및 2차 강선
긴장으로 연결

▶ 비부착강선 매입으로 유지관리 가능

장ㆍ단점

▶ 상단 돌출강재에 의해 단면강성
증대 및 편심효과 극대화

▶ 일반 PSC빔과 유사한
시공공정으로 시공성 우수

▶ 1회 긴장만으로
거더제작→고소작업 최소화

▶ 프리캐스크 패널 적용으로 안전성
및 시공성 우수

▶ 상단 돌출강재에 의한 합성효과
증대로 피로성능 및 진동에 대한 
성능 우수

▶ 상단 돌출강재와 바닥판 철근의
간섭문제 해결로 바닥판 시공성 우수

▶ PF계열의 낮은 형고비로 형하공간
확보용이

▶ 별도의 유지관리 시스템 적용으로
유지관리 가능

▶ 공사비 저렴

▶ 강합성 교량으로 장지간 저형고 가능

▶ 강형이 Con'c로 피복되어
내구성이 강함

▶ 하부 케이싱이 무응력이므로
장기적치 가능

▶ 매달기 상태에서의 빔 제작을
위한 제작 설비가 필요하고 공정이 
복잡함

▶ 별도의 보수보강용 강연선이 없어
유지 관리 불리

▶ 프리캐스트 패널 적용 불가

▶ Con'c 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짐
및 진동에 취약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2차 긴장으로 재래식 PSC 빔보다 
낮은 형고 제작가능

▶ 단계별 긴장으로 단면 효율성이
좋음

▶ 거더에 내장된 비부착강선
(정착구당 2가닥)을 이용한 
유지보수 가능

▶ 2차 긴장 작업으로 시공성 저하

▶ 2차 강선의 전경간 연속으로 
PS 유효율 감소

▶ 프리캐스크 패널 적용으로 안전성
및 시공성 우수

▶ 플랜지 폭이 넓어 PSC 빔보다
곡선교 적용성 불리

▶ 공사비 보통

비교안

항목 항목25m 30m 35m 40m 45m 50m

저
형고

일반
형고

1.0m

1.2m

1.2m

1.4m

1.4m

1.7m

1.6m

1.9m

1.8m

2.2m

2.0m

2.5m

형고

항목

형고

항목 항목

저
형고

일반
형고

형고

항목 25m 30m 35m 40m 45m 50m

형고 1.0m 1.2m 1.4m 1.6m1.8m 2.0m

항목 항목 25m 30m 35m 40m 45m 50m

저
형고

일반
형고

형고 1.3m1.5m 1.8m 2.1m 2.5m 2.8m

항목

형고

상단 돌출강재 긴장력 도입 제작대 거치 빔 제작 빔 제작 2차 강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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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례

원주~강릉 3-1공구 횡성정거장 접근도로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량명 : 구만IC교

▶ 지  간 : L=4@45=180.0m

▶ 교량폭 : B= 12.45m

▶ 높  이 : H= 1.65m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공사

▶ 발주처 : 강원도청

▶ 교량명 : 송천교

▶ 지  간 : L=2@42=84.0m

▶ 교량폭 : B= 11.2~12.7m

▶ 높  이 : H= 1.35m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 발주처 : 흥해종합건설

▶ 교량명 : 연결교량

▶ 지  간 : L=1@21.18=21.18m

▶ 교량폭 : B= 20.0m

▶ 높  이 : H= 0.85m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 공사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량명 : 대야고가교

▶  지    간 : L=3@40=120.0m

▶  교량폭 : B=6.0m

▶  높    이 : H=2.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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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

도로교

적용 실적

번호 공사명 교량명
제원(m)

발주처
경간 교폭 형고

1 영주댐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T/K 문수2교 20+7@35=265.0 10.9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2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7공구 소반교
2@40=80.0
1@40=40.0

15.4
15.8

2.70 한국철도시설공단

3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덕천고가 3@40=120.0 10.9 2.30 한국철도시설공단

4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0공구
남양고가
신남2교

3@40=120.0
1@40=40.0

10.9 2.30 한국철도시설공단

5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1공구 대야고가 3@40=120.0 6.0 2.32 한국철도시설공단

6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여수고가
여수교

1@40=40.0
1@40=40.0

6.0 2.32 한국철도시설공단

7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2공구 호현제2교 2@40=80.0 6.0 2.32 한국철도시설공단

번호 공사명 교량명
제원(m)

발주처
경간 교폭 형고

1 한강수계(홍천1지역) 치수사업 봉산교 2@32=64.0 7.9 1.20 강원도청

2 대관령(차항~횡계) 우회도로공사 송천교 2@42=84.0 11.2~12.7 1.35 강원도청

3 원주-강릉 3-1공구 횡성정거장 접근도로 구만IC교 4@45=180.0 12.45 1.65 한국철도시설공단

4 월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월촌교 4@40=160.0 10.9 1.80 영월군

5 춘천-화천3공구 도로건설공사 원천교 30+35+30=105.0 15.9 1.6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춘천-화천3공구 도로건설공사 장거2교 2@38=76.0 15.9 1.8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구)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연결교량 1@21.18=21.18 20 0.85 흥해종합건설

8 원자력시설 폐기물관리시설 진입교량 1@20=20 18.00 0.85 원자력

9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56호 개설공사 공세2교 1@38=38 21.00 1.35 용인시

10 단밀 용곡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곡교 9@44.1=397 8.90 1.55 의성군

11 단밀 팔등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팔등교 8@45=360 8.90 1.80 의성군

12 승당천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 승당4교 1@22=22 5.00 0.66 영월군

13 삼화천 수해피해 개선복구 무도리2교 1@47.8=47.8 6.00 1.8 영월군

14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임당교 5@36.3=183 9.00 1.25 청도군

15 대곡금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해평교 35+40+35 7.40 
1.15 
1.35

경주시

16 태안기업도시대로 302호선 BR03교 1@10=10 31.00 1.4 현대건설

17 중덕교차로 중로 1-3 계룡교 6@26=156 20.90 0.75 상주시

18 영평지구 외 1개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성동1교 2@35.5=71.0 11.00 1.15 포천시

19 영평지구 외 1개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와룡교 2@39.4=79.8 7.00 1.05 포천시

20 상원 토구지구 재해예방사업 신설1교 4@40=160 9.00 1.65 영양군

21 상원 토구지구 재해예방사업 신설2교 3@44=132 9.00 1.8 영양군

22 지방도409호선 석화지구 도로재구조화 사업 약사2교 3@44=132 9.00 1.8 강원도청

23 성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성수교 2@21=42 8.90 0.56 구미시

24 장찬천 정비사업 장찬제2교 1@24=24 5.00 0.76 정선군

상기 교량 외 적용 실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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