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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프리캐스트 분할 PSC 거더는 각각의 

세그먼트가 개별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조립으로 인

한 접합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접합부는 

거푸집 제작오차, 거푸집 변형 및 설계오차, 철근 조

립 및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변위 등의 제작오차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Choi, 2009). 이러

한 연결부의 구조적 결함은 큰 압축력이 작용하는 프

리스트레싱 단계에서 접합부에 부분적인 파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더의 휨성능이 저하하여 

분할 PSC 거더의 사용성과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yun,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접합부가 I형과 BOX형으로 보강된 프리캐스트 분할 

PSC거더의 구조적 거동을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

해 예측하여 접합부가 I형과 BOX형으로 보강된 프리

캐스트 분할 PSC거더의 사용성과 안전성을 검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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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tressed concrete (PSC) is a method in which prestressed tendon is placed inside and/or outside the 
reinforced concrete member and the compressive force applied to the concrete in advance to enhance the engineering 
properties of concrete member which is weak under tension. In this paper we suggested the precast PSC girder 
assembled with segments of portable size and weight at the factory. The segments of precast PSC girder will be 
delivered and assembled as a unit of PSC girder at the site. Consequently, we suggested new-type of precast segmented 
PSC girder with different shapes of segment cross-section (i.e., I-shape, Box-shape). To mitigat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ield splice between the segments of precast PSC girder anchor system is attached near the neutral axis of the 
girder and relatively uniform compression throughout the girder cross-section is applied. Prior to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analytical investigation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precast PSC girder was performed and the 
serviceability (deflection) and safety (strength) of the girder were confirmed. In addition, 4-point bending test on the 
girder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under bending. From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ecast PSC girder spliced with 3 and 5 segments has sufficient in serviceability and safety 
conditions and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point where the segments spliced has no defects and the girder behaves as 
a unit.

Key Words: Prestressed concrete girder, Precast, 4-point bending test, Segmented gird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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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절 PSC거더 실험체 설계

1.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은 이미 공장에서 제작된 

여러개의 세그먼트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

법이다(Shin, 2009). 즉, 공장에서 세그먼트를 제작한 

후 이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현장에서 도입되는 긴장

력에 의해 조립과 접합이 이루어져 전체 구조물을 완

성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크리프(creep) 

및 건조수축(shrinkage)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며, 취급이 용이한 경량의 세그먼트로 분할

하여 대형 구조물,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에도 비교적 

쉽게 시공할 수 있고, 실내 공장에서 세그먼트를 제작

하므로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수한 품질의 콘크

리트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An, 2007). 그러나 각 

세그먼트는 일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거푸집의 제작오차 및 위치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점으로 인하여 접합부의 부분적인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Jang, 1994; Jong, 2010). 따라서 

접합부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면확대 방식, 매

치캐스팅 방식 및 쪼갬볼 방식 등 여러 가지 공법들

이 도입되고 있으며,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Han, 2000; Mun, 2012).

2. 분할 PSC 거더의 접합

(1) 분할 PSC 거더의 단면

I형 단면은 단면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인하

여 프리캐스트 부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횡방향 

휨강성과 비틀림강성이 작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횡방향 변형이 증대되거나 측면균열이 발생할 우

려가 있다(Croland, 1992). 한편 BOX형 단면은 I형 

단면이 갖는 대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세그멘

탈 공법에 효과적이지만 자중이 크기 때문에 프리스

트레스 도입량과 가설중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할 PSC 거더의 일체거동과 사용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단면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였다. 즉, 거더의 양단부를 I형 단면으로 

사용하여 자중을 경감시키고 접합면 이후 단면은 

BOX형 단면을 적용하여 약축에 대한 강성 및 비틀

림 강성을 증가시켜 횡방향 변형에 대응하도록 하였

다. 

(2) 분할 PSC 거더 접합부의 접착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할 PSC 거더의 경우, 접합

면의 단면확대, 강도증가 이외에도 접합부의 직접적인 

접착을 고려하였다. 세그먼트 사이에 에폭시를 

0.8mm∼1.6mm 두께의 얇은 층으로 도포한 후, 임시 

긴장재로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여 에폭시를 양생하였

Table 1. Mitigation Method of Stress Concentration at the Segment Joint (Han, 2000; Mun, 2012)

Description Shape Advantage

Cross-Section 
Enlargement 

Method 

- By the enlargement of connected section, 
make easy transfer stress.

- Manufacture the segments independently.

Match-Casting 
Method

 

- High strength connecting block that is 
produced by match-casting is used to connect 
the segments.

- Strength of connected area and assembly with 
accuracy are superior to other methods.

- Manufacture the segments independently.

Sliced Mold 
Method

- By the enlargement of connected section, 
make stress concentration not occur.

- Sliced mold is used to improve the accuracy 
at the connected section.

- Manufacture the segment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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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시 긴장재를 통하여 가해지는 압력은 콘크리트

설계기준(2012)에 따라 0.3MPa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I형 단면에서 BOX형 단면으로 변화하

는 구간에 Table 2(b)와 같이 내부긴장을 실시하여 

분할 PSC거더의 일체거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Table 

2(c)와 같이 전 단면에 외부긴장을 통해 접합부의 접

착효과를 높혔다.

3. 분절 PSC 거더의 구조적 성능 검토

(1) 설계조건

분절 PSC 거더의 처짐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1

과 같이 29.9m의 3분절 및 5분절 PSC 거더를 허용

응력설계법으로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긴장재를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단

면에서 긴장재의 위치와 단면의 치수는 Fig. 3에 나

타내었다.

(a) Front View of 3 Segmented PSC Girder

(b) Front View of 5 Segmented PSC Girder

Fig. 1 Front View of Segmented PSC Girder (Yoon,      
 2011)

Fig. 2 Placement of Tendons (Yoon, 2011)

Table 2. Field Splicing of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Description Outline Specification

(a) Partially 
Tensioned at the 

Joint

임시 긴장력 도입상세참조

(b) Internal Tension

접합면"A" 접합면"B"

설계 긴장력의 일부 도입상세참조

(c) External Tension

설계 긴장력의 전체 도입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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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짐검토

콘크리트 및 긴장재의 자중과 고정하중에 의한 처

짐을 계산한 후,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의 처짐을 구

하였으며, 사용하중은 DB-24의 차량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검토하였다. 조립후의 분할 PSC 거더는 일체

거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아래 Table 3의 식 (1)은 

집중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처짐식을 더하여 처짐값을 

구하였으며, 우변의 첫 번째 항부터 차례로 거더의 자

중에 의한 처짐, 합성 전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 합성 

후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처짐

을 의미한다. 3분절과 5분절 PSC 거더의 구조검토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실험체의 활하중에 의한 처짐은 Table 4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3분절 PSC 거더의 활하중에 의한 처

짐은 14.7mm로 나타났으며, 5분절 PSC거더의 활하

중에 의한 처짐은 14.3mm이다. 또한, 활하중에 의한 

처짐에 자중, 고정 및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처짐을 합

하면 3분절 PSC 거더의 경우 최대처짐 17.7mm가 발

생하며, 5분절 PSC 거더의 경우 18.1mm가 발생하였

다. 이는 활하중에 대한 처짐의 도로교설계기준인 

L/800(=36.4mm)에 비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 고려되고 있는 분

할 PSC 거더는 활하중에 대한 처짐에 저항하기에 충

분한 휨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 Deflection of Precast Segmented PSC Girder

Description
Deflection Due 
to Self-Weight, 

(mm)

Deflection Due to Dead 
Load Before Assembling 

the Girder, (mm)
Deflection Due to 

Prestress, (mm)
Deflection Due to Dead 
Load After Assembling 

the Girder, (mm)
Total
(mm)

3 Segmented 
Girder 46.8 35.1 -85.4 6.9 3.4

5 Segmented 
Girder 47.2 35.1 -85.4 6.9 3.8

Deflection due to self-weight and dead load: 




Deflection due to prestress:

 











∋ 


∋
 

                          (1)

where,  : Tension force immediately after prestress applied 

∋ : Internal tension force immediately after prestress applied

 : External tension force immediately after prestress applied

 : Linear eccentricity of internal tendon

 : Curved eccentricity of internal tendon

 : Linear eccentricity of external tendon

 : Curved eccentricity of external tendon

 : Distance from the support to the anchor system inside the girder

 : 
 : Moment

 : Length of girder

 : Elasticity of concrete

 : Second moment of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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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Tendons (Yoon, 2011)

Table 4. Deflection Due to Live Load (DB-24)

Description
Deflection 

Due to 
Live Load

(mm)

Total 
Deflection

(mm)

Allowable 
Deflection, 


() 
(mm)

Remark

3 
Segmented 

Girder
14.3 17.7 36.4 OK.

5 
Segmented 

Girder
14.3 18.1 36.4 OK.

4. 분절 PSC 거더의 실험적 성능 검토

(1) 실험체 제작

휨강도 실험을 위하여 각각 1본의 3분절 및 5분절 

PSC 거더를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총길이는 설계와 

동일하게 29.9m로 제작하였으며 I형 단면과 BOX형 

단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세그먼트의 크기는 운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8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4조에 따

라 결정하였다. 각 실험체의 중량 및 세그먼트의 크기

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체의 제작과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Table 5. Weight and Length of Each Segment

Specimen Segment Length 
(m)

Weight 
(kN)

Total 
Weight 

(kN)

IB-3

First and third 
segments

 9.950 
(2EA)

212.88 
(2EA)

617.34
Second 
segment

10.000 
(1EA)

191.59 
(1EA)

IB-5

First and fifth 
segments

 5.950 
(2EA)

129.39 
(2EA)

617.54
Second and 

fourth 
segments

 6.000 
(2EA)

119.78 
(2EA)

Third segment  6.000 
(1EA)

119.19 
(1EA)

(a) Mold Assembling and 
Concrete Casting

 (b) Delivery to Testing 
Equipment 

  (c) Splicing with Epoxy
(d) Applying Prestress to 

Internal Tendon

(e) Applying Prestress to 
External Tendon

(f) Completing

Fig. 4. Manufacturing Process of Segmental PSC Girder

(2) 실험방법

하중의 증가에 따른 분할 PSC 거더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중앙부와 분절부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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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게이지(Steel Gage, Concrete Gage)와 와이어

변위계(DP-1000E)를 설치하였다. 실험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내의 구조실험동에서 3,000kN 용량의 

Actuator 2개를 사용하여 4점 재하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체의 중간에서 3.5m씩 떨어뜨려 7m 간격으로 재

하하였다. 3분절 PSC 거더의 경우, 본격적인 하중재

하에 앞서 접합부의 일체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0∼

400kN까지 하중을 반복 재하하였고(Mun, 2012), 이

후 800kN까지 60kN/min의 재하속도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구조검토를 통하여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800kN부터는 30kN/min의 속도로 재하하였

다. 탄성거동 구간이 지난 1,600kN부터는 안전을 고

려하여 변위제어 방식으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5분절 

PSC 거더의 경우, 800kN까지는 동일한 속도로 재하

하였고 이후 2,000kN까지 30kN/min의 재하속도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그 이후에는 변위제어 방식으로 

극한강도 이후의 구조거동을 계측하였다. Fig. 5에 하

중재하 장치와 실험 전경을 나타내었다.

  (a) Actuator 

 (b) Testing Equipment

Fig. 5 4-Point Bending Test of Segmental Precast 
PSC Girder

(3) 실험결과

① 3분절 PSC 거더

실험초반 0∼400kN까지 하중을 반복 재하하며 접

합부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1.2mm의 잔류변형을 보

이며 실험체가 안정적으로 일체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a)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800kN 근처

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므로 이 값 근처에서 실험

체의 하면에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체는 2,500kN을 넘어서며 극한강도에 도달하였

다. 분절부의 처짐은 Fig. 6(b), (c)에서 보여주고 있

는 바와 같이 좌우측이 거의 일치하였으며 중앙부의 

하중-처짐 곡선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

체가 공칭하중에 이르는 동안 접합부의 변형없이 일

체거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a) Load-Deflection Curve (Center)

 (b) Load-Deflection Curve (1st Segmented Point)

(c) Load-Deflection Curve (2nd Segmented Point)

Fig. 6. Load-Deflection Curve of 3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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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분절 PSC 거더

접합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400kN까지의 하

중을 반복 재하한 결과, 5분절 PSC 거더의 경우 3분

절 PSC 거더의 잔류변형이었던 1.2mm보다 작은 잔

류변형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접합면이 잔류변

형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분절 및 5분절 PSC 거더의 잔류변형 그래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8(a)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900kN 근처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며 

균열이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3분절 PSC 거더와 마찬

가지로 좌우측의 처짐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접합부의 

변형없이 일체거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 3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b) 5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Fig. 7 Residual Deformation of 3 and 5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a) Load-Deflection Curve  

(b) Load-Deflection Curve (2 and 3 Segmented 

Points)  

(c) Load-Deflection Curve (1 and 4 Segmented 

Points)  

Fig. 8 Load-Deflection Curve of 5 Segmented Precast  
 PSC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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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비교

실험체의 처짐에 대한 결과비교는 콘크리트에 균열

이 발생하는 시점인 균열하중까지의 처짐을 비교하여 

Table 7에 나타내였다. 실험결과, 두 실험체 모두 사

용하중(DB-24)이 작용하였을 때 설계값에 비하여 처

짐이 적게 발생하므로 충분히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실험체에 균열이 발생

하였을 때의 하중은 예상 균열하중보다 5∼9% 높게 

나타났으며,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짐 또한 구조

검토에 의한 처짐과 비슷한 처짐값을 보이며, 분할 

PSC 거더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유한요소해석

유한요소해석(FEA)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06을 사용하여 균열 이전의 탄성거동구간 내에서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모델링은 120개의 Beam 요소

를 사용하여 500mm의 간격으로 매쉬(Mesh)를 적용

하여 Fig. 9와 같이 분할 PSC 거더와 동일한 규격으

로 실시하였다. 또한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실험체와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고 4점 휨재하실험과 마찬가지

로 실험체 양단에 회전과 이동이 가능한 롤러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하중을 재하하

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결과를 Fig. 9, Fig. 10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실험값과의 비교를 Table 8에 나

타내었다.

Fig. 9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a) Deflection by the Service Load   

 (b) Deflection by the Cracking Load

Fig. 10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able 7. Comparison of the Results

Load

Deflection Comparison


 

×Analysis 
()

 Test
()

3 Segmented Girder 5 Segmented Girder 3 Segmented Girder 5 Segmented Girder

Load
(kN)

Deflection
(mm)

Load
(kN)

Deflection
(mm)

Load
(kN)

Deflection
(mm)

Load 
(%)

Deflection 
(%)

Load 
(%)

Deflectio
n 

(%)

Service - 22.1 484.9 20.0 485.1 20.2 - -10.5 - -9.4

Cracking 746.5 32.893 790.4 33.8 816.6 36.0 5.6 -0.6 8.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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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the Results

Load 
(kN)

Deflection (mm)

RemarkAnalysis Experiment

FEA
3 

Segmented 
Girder

5 
Segmented  

Girder

200 5.064 7.9 7.8 -

300 10.124 12.0 12.0 -

338.4 12.067 13.5 13.7 Live Load 
(DB-24)

400 15.184 16.9 16.5 -

485.1 19.480 20.0 20.2 Service 
Load

500 20.244 20.9 20.8 -

600 25.304 25.4 25.4 -

700 30.363 29.9 30.0 -

746.5 32.893 32.0 32.4

Cracking 
Load

(Structural 
Analysis)

800 35.423 34.5 34.8
Cracking 

Load
(Test)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분할 PSC 거더의 접합부 성능 향상

을 위하여 I형 단면과 BOX형 단면을 실험체의 위치

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분할 PSC 거더의 일체화 거

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4점 휨재하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각각의 실험결과와 구조해석으로부터 구한 처짐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험을 통

해 얻은 처짐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3분절 PSC 거더와 5분절 PSC 거더의 

균열하중은 각각 790.4kN과 816.6kN으로, 구조검토로

부터 구한 설계값을 초과하며 충분한 사용성과 안전

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실

험체 모두 중앙 좌우측의 처짐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I형 단면과 BOX형 단면이 접합부

의 접착성능을 높이며 분할 PSC 거더의 일체화 거동

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할 PSC 거더는 기존의 세그먼트 공법 중 접합

부의 접착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I형과 BOX형 단면

을 효과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인 거더이다. 실험결

과 이 연구에서 제작한 분할 PSC 거더는 일체형 

PSC 거더와 비교하여 접합부로 인한 구조적 성능저

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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