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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as to present the design program for precast segmental PSC bridge piers.

요 약

이 논문은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교각 공법의 설계 프로그램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서 론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교각은 분할된 세그먼트를 긴장력에 의해 일체화시키는 공법으로써 이러

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P-M 상관도에 의하여 단면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긴장력에 의하여 단

면강도가 산정되는 본 공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단면(원형, 사각형, 트랙형, 팔각형)에 적용 가

능한 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작업이 간편하도록 하였다.

2. 설계이론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 교각의 휨내력은 그림 1과 같은 원리로 산정된다.

(a)부재단면 (b)변형률분포 (c)응력분포

그림 1. 휨내력 산출할 때의 변형률 및 응력분포

PS 강재가 부담하는 인장력은 초기긴장력을 제외한 크기(fpy fpj)를 적용하며 콘크리트 단면의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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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나타낸 식 (1)에 의하여 산출한다.
Mn  Tp× yp                                           (1)

 
여기서, fpy는 PS 강재의 항복강도, fpj는 PS 강재의 초기 긴장력, C는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압축력의 
합력, p 는 PS 강재의 인장 변형률, pj 는 초기 프리스트레스 양에 의한 인장 변형률, yp는 C 작용
위치로부터 Tp 작용위치까지의 거리, 그리고 Tp는 PS 강재가 부담하는 인장력이다.
3. 설계 프로그램

설계프로그램 입력창은 그림 2와 같다. 단면형상, 제원, 유효긴장력 등을 입력하고 적용설계기준을

선택하여 실행하게 된다. 그림 3과 4는 긴장재배치도 및 P-M 상관도 결과값의 예이다.

그림 4. 프로그램 입력창

그림 5. 긴장재 배치도

그림 6. P-M 상관도 결과

4. 결 론

이 연구에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PSC교각 공법에 대한 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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