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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ress를 도입한 Steel Box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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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Steel Box 
Girder

공장에서 개구단면(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잭써포트를 받친후 조립(무응력상태), 슬래브 타설후  

잭써포트 제거(거더자중 재하), 슬래브 상면에 사하중(공용하중:콘트리트 블록)을 추가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도입후, 하부 플랜지 상단면에 하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좌굴 방지효과가 우수한 폐합단면의 강박스 거더에  

잭써포트와 콘크리트 블록만으로 간단히 하중을 재하하여 긴장력 도입하는 공법, 지상제작후 일괄가설방식

Pre Flex Steel Box Girder56

I 거더 + I 거더 폐합  형 : 좌굴 유리

강박스



P. F 강박스 거더 
시공순서

•1차 Prestress

•2차 Prestress 

•하부 콘크리트 타설

1단계 : U거더 제작

2단계 : 거더 조립

3단계 : 슬래브 타설

4단계 : 잭써포트 제거

5단계 : 공용하중 재하

6단계 : 하부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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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력 상태에서 슬래브를 타설하고 추가 하중재하로 Prestress를 추가 도입하여 강재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상부슬래브를 지상 타설하여 일괄 가설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량공법

부재 구성

합성형 상부슬래브

합성형 상부슬래브

상부플랜지

하부플랜지

하부플랜지

•복부판

•구속콘크리트

•구속콘크리트

•Join Slab •Half Slab

•종리브

P. F 강박스 거더
공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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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강박스 거더
공법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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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F Steel Box 특징

거동방식

① P. F Box Girder 제작 : 공장제작

② 지상 조립시 : 동바리 위에 거더조립(무응력상태)

③ 슬래브 타설시 : 동바리 설치후 타설(무응력상태)

④ 동바리 제거시: 거더및 슬래브 하중재하(1차PRESTRESS)

⑤ 추가하중 재하 : 슬래브위에 서 하중재하(2차PRESTRESS)

⑥ 긴장력 구속 : 구속콘크리트 타설후 하중 제거(상향력 발생)

⑦ 하부구조에 거치후 Join Slab타설

슬래브 합성 

단면강성 증대

긴장력 도입

(상향력)

시공성

① 슬래브 작업 - 지상에서 철근조립 및 타설

 - 시공성 향상 : 신속작업,펌프카 불필요,공사비절감

 - 안정성증대 : 슬래브작업원 추락방지, 거푸집 철거 없음

② 일괄 가설 – 슬래브 일체형 거더 1Span을 인양후 일괄가설 

 - 공중조립 불필요, 박스형으로 전도방지 예방

시공성 개선 

공사비 절감

안정성 증대

미관 ① 기존 Steel Box 거더보다 형고가 낮아 미관이 수려함 미관 양호

경제성

① 하부 플랜지 긴장력 도입으로 강재량 최소화로 제작비 절감

② 슬래브 지상작업, 타설장비 절감,거푸집철거 불필요하여 경제성  

 우수

경제성 양호

구분 PF Steel Box 기존 Steel Box

적용지간 30.0 ~ 120.0M 40.0~80.0M

시공성 강거더 연결 및 슬래브 타설 – 지상작업 강교연결 및 슬래브타설 – 공중작업

경제성 강재량 최소화로 공사비 절감 ─

지간별 교량형식

교량형식 40M 50M 60M 70M 80M 90M 100M

PF Steel Box 1.60M 1.80M 2.20M 2.50M 2.80M 3.10M 3.50M

Steel Box 1.80M 2.00M 2.50M 2.80M 3.20M ─ ─

적용지간 및 형고



P. F 강박스 거더
시공순서

1. 동바리 설치

2. U 거더 조립

3. 조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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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슬래브 타설 

 지상 작업

5. 양생

6. 동바리 제거

 1차 PRE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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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강박스 거더
시공순서

7. 공용하중 재하

 2차 PRESTRESS

8. 하부 콘크리트 타설

9. 거더 제작 완료

Pre Flex Steel Box Girder62



10. 교각 시공 완료

11. 인양 및 가설

12. 교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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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형고·장경간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단면 강성 증대 및 저형고·장경간 가능

•강재량 절감되어 하부전달 하중 감소하여 교각, 코핑폭원 감소

처짐, 저진동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처짐·진동 저감

P. F 강박스 거더
공법 장점

Pre Flex Steel Box Girder64



연속화
•상부플랜지에 연결판을 볼트조립함으로써,간단히 지점부 연속화

 유지 관리용 강선

•추후 필요시 강선을 추가 긴장하여 보강

 하부 콘크리트

•하부플랜지에 하중재하로 긴장력도입후, 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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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비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고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구분

구조안전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시 공 성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용이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유지관리성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경 제 성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 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 120.6만/㎡ 125.4만/㎡ 126.5만/㎡ 131.5만/㎡

Slab 18만/㎡ 18만/㎡ 18만/㎡ 18만/㎡ 18만/㎡

소계 136.0만/㎡ 138.6만/㎡ 143.4만/㎡ 144.5만/㎡ 14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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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를 현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10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10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구조안전성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구조안전성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

시 공 성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유지관리성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경 제 성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구조안전성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시 공 성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유지관리성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경 제 성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 127.6만/㎡ 129.4만/㎡ 128.3만/㎡ 133.1만/㎡

Slab 20만/㎡ 20만/㎡ 20만/㎡ 20만/㎡ 20만/㎡

소계 141.0만/㎡ 147.6만/㎡ 149.4만/㎡ 150.3만/㎡ 153.1만/㎡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 140.3만/㎡ 146.4만/㎡ 148.7만/㎡ 167.3만/㎡

Slab 20만/㎡ 20만/㎡ 20만/㎡ 20만/㎡ 20만/㎡

소계 160.3만/㎡ 160.3만/㎡ 166.4만/㎡ 168.7만/㎡ 187.3만/㎡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 공 법 비 교    
구  분

PF 강박스 거더교

(특허 제10-1739658호)
Steel Box Girder 강상판형교

교량전경

공법개요

 개구단면 U형으로 제작된 강박스를 조립하여 무응력 상태로 슬래브를 타설

하여 폐합시킨 후 슬래브 자중 및 사하중을 재하하여 하부플랜지에 긴장력

을 도입 후 하부플랜지 상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상,하부 플랜지와 복부판을 용접 결합한 강박스 거더를 공장에서 분할 제

작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육상 조립하여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현

장 타설하여 강박스 거더와 합성시키는 공법

강합성 거더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

로써 상부자중을 줄여 장경간 적용이 가능한 공법

지간별 형고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30m 40m 50m 60m 70m
L≤100 일반형 1.5 1.6 1.8 2.2 2.5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45m 50m 55m 60m 70m
L≤70 일반형 2.00 2.50 2.70 3.00 3.50

최대 
경간장

Type
형고기준(4차선/B=24.3m/4열배치)

50m 60m 70m 80m 90m
L≤70 일반형 2.00 2.40 2.80 3.20 3.60

공법특징

U형거더 제작 슬래브 타설 사하중 재하 현도, 마킹 및 절단 대조립 및 용접 가설 후 상부 도장 및 
정도관리 현도, 마킹, 절단, 취부 취부, 소조립, 대조립 

용접
가설현장에 준한 

공장에서 실제 조립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저형고,장경간이 가능하고 처짐 및 

진동이 저감되며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고 폐합단면의 적용으로 연결부 강

성 확보.

▪기존 강박스 대비 강재량 및 용접량 현저히 감소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중간 다이아프램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판재의 비틀림 강성을 유지시킴

▪강교 특성상 처짐, 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곡선교 및 장대교에 적용 유리

▪하부구조가 우물통기초 같은 공사비가 큰 교량공사에 유리

▪사장교,현수교,아치교 등의 보강형으로 많이 사용

▪강교 특성상 처짐진동에서 콘크리트 교량보다 불리

특징분석

상부공

(간접비포함)

구분 L=30m L=40m L=50m L=60m L=70m
Beam 118.0만/m2 120.6만/m2 125.4만/m2 126.5만/m2 131.5만/m2

Slab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18만/m2

소계 136.0만/m2 138.6만/m2 143.4만/m2 144.5만/m2 149.5만/m2

구분 L=45m L=50m L=55m L=60m L=70m
Beam 121.0만/m2 127.6만/m2 129.4만/m2 128.3만/m2 133.1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41.0만/m2 147.6만/m2 149.4만/m2 150.3만/m2 153.1만/m2

구분 L=50m L=60m L=70m L=80m L=90m
Beam 140.3만/m2 140.3만/m2 146.4만/m2 148.7만/m2 167.3만/m2

Slab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20만/m2

소계 160.3만/m2 160.3만/m2 166.4만/m2 168.7만/m2 187.3만/m2

구조안전성

▪ 공장제작으로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강구조 교량의 대표형식으로 시공사례 매우 많음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구조안전성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 콘크리트 바닥판 대신 강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상부 

자중을 줄이고 판재의 비틀림 강성 유지시킴

▪ 공장제작 된 블록은 품질관리 확실하고 시공성 우수함

▪ 공장제작 된 상판(블록)을 현장용접해야 하므로 시공불리

▪ 주기적인 도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세그먼트 제작, 시공 및 운반으로 공사비 중대

▪ 고강도 강재(SM520) 사용으로 공사비 고가

▪ 상자형 단면으로 비틀림 강성이 크고 종횡양방향의 휨 

강성이 크므로 곡선교 직선교등 적용유리구조안전성

▪ 강재량이 감소하여 하부 전달 하중이 감소되고 교각 및

코핑 폭원이 감소되므로 시공성이 

▪ 폐합단면으로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필요없음.

▪ 하부플랜지에 유지관리씨스템의 적용으로 추가 프리스

트레스 도입작업이 용이하다.

▪ 강재량의 감소로 하부전달 하중이 감소되어 교각 및 코

핑 폭원 감소되고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가 불필요 하여 

현장작업의 최소화로 공기단축등 경제성에 유리하다.

시  공  성

유지관리성

경  제  성

▪하부플랜지에 긴장력을 도입함으로써 휨강성 증대 및 단

면 감소하고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성시킨 강합성 거더로 

구조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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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PF Steel Box Steel Box

응력

저항 

순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응력검토 

결과

fu = 195.73Mpa ‹ fa = 218.50Mpa fu = 133.43Mpa ‹ fa = 190Mpa

fu = 154.10Mpa ‹ fa = 190Mpa fu = 170.48Mpa ‹ fa = 190Mpa

조합응력 = 0.822 ‹ 1.20 조합응력 = 0.812 ‹ 1.20

장단점
- 바닥판 자중을 무응력 상태로 처리

- Weight 복원력에 따른 긴장력 도입
- 

강재량 182,263ton 245,603ton

 B=12.00m, L=60.00m 교량에 대한 비교치임

    PF Steel Box 교량의 경우 기존 Steel Box 대비 약 26%의 강재 감소량을 보임.

*강재 하면에 동바리 설치하여 무응력 상태(지상작업)

* 동바리 제거로 1차 Prestress 도입 

  단면강성 증대 및 도심측 상승에 따른 저항능력 향상

*하부구조에 거치후 현장연결(공중)

*바닥판 슬래브 타설(공중)

*바닥판 슬래브 타설(공중)*구속콘크리트에 의한 단면강성 증대 및 복원력 발생

1단계 도심

Steel Box 도심

W=(합성후 고정하중+탈하중) 합성전응력 합성후응력

fu1

f1

fu2

f2

합성후 도심

합성전 도심

(+)

(-)

(+)

(-)

2단계응력W=(합성후 고정하중+탈하중)-Weight 제거에 의한 복응력 1단계응력 복원응력

fu1

f1

fu2 fu3

f2 f3

(+) (+) (+)

(-) (-) (-)

(+)

(-)

상연응력

하연응력

(+)

(-)

상연응력

하연응력

합성전 도심

W=(강재자중+바닥판 슬래브)

(+)

(-)

상연응력

하연응력

합성전 도심

W=강재자중

구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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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잭 써포트고정

재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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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서

P. F 강박스 거더
PF 라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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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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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간

저 진동
비용 절감 추락 방지 전도 방지

P.F 도입 장 경간화 및 진동 방지

SLAB 재 압축재 사용, 강재 절감

지상 작업 추락 방지 및 비용 절감

Pre Flex Steel Box Girder72



실적현황

구  분 발 주 처 공 사 명 교 량 명 경  간 설  계 시  공

도 로

성주군 성주 별고을 체육공원 진출로 정비공사 별고을교 2@31.0=62.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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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고을교 (2@31.0=62.0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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