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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콘크리트 교량의 합리적인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할 때 연성파괴메커니즘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각 연성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이를 위해 휨모멘트의 설계지진력을 산정할 때 응답수정계수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성도 확보를 위한 

횡방향철근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진규정은 일반적으로 단면이 크게 설계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횡방향철근이 과다하게 산

정되는 비합리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요연성도에 기반한 새로운 내진설계법이 제안되었으나 거동특성과 횡방향철근의 유효구속

력이 다른 중공단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과 횡방향철근량

을 변수로 한 중공단면기둥을 제작하여 준정적 재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하게 내진거동특성을 분석하고 내진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중공단면교각의 연성도(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주요어 중공단면교각, 횡방향철근, 축방향철근 겹침이음, 내진성능

ABSTRACT >> The seismic design concept of RC bridges is to attain the proper ductility of piers, yielding a ductile failure 
mechanism. Therefore, seismic design force for moment is determined by introducing a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 and lateral 
reinforcements to confine core concrete are specified in the current design code. However, these design provisions have irrationality, 
which results in excessive amounts of lateral reinforcements for columns in Korea, which are generally designed with large sections. 
To improve on these provisions, a new design method based on seismic performance has been proposed. To apply this to hollow 
sectional columns, however, further investigations and improvements must be performed, due to the different seismic behaviors and 
confinement effects. In this study, hollow sectional columns with different lap-splice of longitudinal bars and lateral reinforcements 
have been tested. Seismic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derive a performance-based design for hollow sectional columns.

Key words Hollow sectional piers, Lateral confinement reinforcement, Lap splice, Ses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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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교량의 합리적인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할 때 

연성파괴메커니즘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각 연성

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교각의 연성도는 심부콘크리트를 구

속하는 횡방향철근량 뿐만 아니라 교각의 소성힌지영역에

서의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우리나라의 경우
 AASHTO 규정과 동일하

게 교각의 설계지진력은 휨모멘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R(응답수정계수)=3을 적용하여 탄성지진력의 1/3을 사용하

고, 축력 및 전단력에 대해서는 탄성지진력을 그대로 사용

함(R=1)으로써 교각의 소성거동을 유도하고 있다.(4) 이러한 

소성거동에 따라 교각에 요구되는 연성도는 일정량의 횡방

향철근을 배근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교각의 단면이 일반적으로 크게 설계되어 휨강도가 

설계지진력 보다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체적비(또는 면적

비)로 규정된 횡방향철근량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횡방향철

근이 배근되는 비경제적인 내진설계가 수행되어 왔다.(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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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합리적인 내진설계를 개선하고자 그 동안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 왔으며
(6-8), 그 결과 교각의 강도특성을 고려해

서 산정된 한정연성도(Limit Ductility) 확보에 적합하도록 

횡방향철근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능기반 내진설계법

(신설계기준)(9)
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계기준에서는 

많은 부재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한정연성도에 따라 적절

한 횡방향철근이 산정될 수 있도록 소요(목표)연성도-횡방

향철근량에 대한 경험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험

식은 중실단면을 대상으로 하여 제안된 식이어서 지진거동 

특성이 다르고, 횡방향철근의 유효횡구속효과가 다른 중공

단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검증과 수정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공단면 기둥은 중실단면 기둥에 비해 변형성능이 크고
(1), 단면 휨강도가 설계지진력보다 크게 설계되는 경우에는 

현행규정 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진상세로도 소요연성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횡방향철근 없

이 축방향철근의 1/2을 연속화한 경우에도 축방향철근의 부

착파괴 없이 어느 정도의 연성을 발휘하며
(10),(11), 모든 철근

을 연속화한 경우에는 횡방향철근이 충분히 배근되지 않아

도 상당한 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현

행 기준
(4)
에서는 R(응답수정계수)을 1.0이하로 적용하는 탄

성설계시에만 축방향철근의 1/2이상을 연속화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중공단면의 거동특성과 단면강도 특성을 고려

하는 경우, 보다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의 수월성을 위하여 

소성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소요연성도가 작은 경우 축방향

철근의 겹침이음을 두는 상세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중공단면 기둥을 대상으

로 하여 현행 기준보다 횡방향철근이 적게 배근된 경우 내

진거동특성과 내진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체는 소성힌지영역에서 축방향철근의 1/2

을 겹침이음하고 현행 기준의 횡방향철근량의 75%를 배근

한 시험체 2기와 축방향철근을 모두 연속화하고 현행 기준

의 50%의 횡방향철근을 배근한 시험체 1기이다. 축방향철

근의 1/2을 겹침이음한 2기의 시험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횡

방향철근량을 갖지만 후프띠철근과 중간띠철근의 조합을 

달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시험체의 내진거동특성을 

다양한 내진성능지표를 도입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허용 및 횡방향철근

량의 감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공단면 교각의 연성도(성능)기반 내진설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중공사각단면의 휨거동 실험

2.1 시험체의 구성 및 특성

이 연구는 소성힌지영역 내에서 축방향철근의 1/2이 겹

침이음된 교각과 모두 연속철근을 사용한 교각의 횡구속량

에 따른 휨 연성거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단파괴가 동

반되지 않는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축소

모델은 표 1의 프로토타입 교각을 모델로 하여 1/4.2로 축

소하였다.

교량의 내진성능을 좌우하는 변수는 축력, 단면형상, 제

원, 축방향철근 겹침이음, 횡방향철근 상세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축방향철근 겹침이음과 횡방향철근 

비를 주요변수로 하여 시험체 3기를 제작하였다. 그림 1 (a)

∼(c)는 시험체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중공비는 모두 40%

이며 2기(L50T9S80, L50T7S60)는 소성힌지 영역에서 축

방향철근의 1/2이 겹침이음되었으며, 1기(L0T9S120)는 축

방향철근의 겹침이음 없이 연속철근을 사용하였다.

시험체의 제원과 단면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축방향

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도로교설계기준의 겹침이음 규정에 

따라 B급 인장이음길이 390mm를 사용하였으며 겹침이음

의 위치는 소성힌지영역 내에 위치하게 된다. 겹침이음의 

배열은 그림 1 (a),(b)와 같이 연속철근과 번갈아 가면서 배

치하였다. 그리고 횡방향철근량이 교각의 연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횡방향철근량을 배근하였다. 

후프띠철근과 보강띠철근(Cross-Tie)를 포함한 횡방향철근

량은 겹침이음된 모델에서는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의 약 

80% 수준, 연속철근을 사용한 모델에서는 약 50% 수준을 

배근하였다. 그림 1 (a),(b)와 같이 겹침이음 시험체(L50T7S60, 

L50T9S80)는 유사한 횡방향철근량을 가지지만 보강띠철근의 

수평간격이 달라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이 60mm(L50T7S60), 

80mm(L50T9S80)로 서로 다르다. 연속철근 시험체(L50T7S60)

의 보강띠철근은 시험체 L50T7S60와 동일하며 횡방향철근

의 수직간격은 120mm이다. 각 시험체의 횡방향철근 면적

비()는 L50T9S80, L50T7S60, L50T7S60에 대해

서 각각 0.0079, 0.0082, 0.0052로 현행 기준 대비 82%, 

85%, 54%이다.

한편, 보강띠철근은 그림 1 (f)와 같이 한쪽 단은 135°, 

다른 한쪽 단은 90°인 갈고리를 갖고 있으며 135° 갈고리가 

단면의 외측으로 놓이도록 하여 후프띠철근을 감싸도록 배

근하였다. 후프띠철근은 양단에 135° 갈고리를 갖는 “ㄱ”, 

“ㄴ”형상 두 개를 사용하여 배근하였으며 갈고리 부분이 기

둥 높이 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배근되지 않도록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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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50T9S80                    (b) L50T7S60                     (c) L0T9S120

P

       

외부후프띠철근

내부후프띠철근

보강띠철근

                           (d) 교축직각방향                        (e) 교축방향                (f) 철근상세

<그림 1> 시험체의 형상 및 배근상세(단위:mm)

<표 1> 시험체 제원 및 단면특성

구분 Prototype
시험체

L50T9S80 L50T7S60 L0T9S120
외부단면치수 (mm) 4600×2800 1100×650
내부단면치수 (mm) 3400×1600 800×350
기둥높이 (mm) - 2600
축력비 () - 0.1

철근

강도

설계항복강도(MPa)
실제항복강도(MPa)

300(SD30)
-

300(SD30)
380

300(SD30)
380

300(SD30)
380

철축방

향근

지름 (mm) D22 D10 D10 D10
철근비 (%) 1.3 1.3 1.3 1.3

겹침이음 길이 (mm) -
390

연속철근
인장철근의 B급이음 길이

겹침이음비 (%) - 50 50 0

횡방향

철근

지름 (mm) D16 D10 D10 D10
수직간격 (mm) 200 80 60 120

면적비()
현행기준대비(%)

- 0.0079
82%

0.0082
85%

0.0052
54%

후프띠철근과 

보강띠철근의 비율
- 1.0 : 3.5 1.0 : 2.4 1.0 : 4.5

보강띠철근의 가력방향 

최대 수평간격(mm) - 150 225 150

콘크리트 피복 (mm) 100(내 ․ 외측) 40(내 ․ 외측) 40(내 ․ 외측) 40(내․외측)
콘크리트설계강도(MPa)
실제강도(MPa)

280
-

24
24

24
24

24
24

시험체 특성 플랜지 및 복부 폭 : 150mm, 중공비 : 40%, 형상비 : 4.0
시험체 모델명 특성 L : 축방향철근 겹침이음비, T : crosstie개수, S : 횡방향철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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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시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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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중패턴

    

                   (a) L50T9S80                         (b)L50T7S60                        (c) L0T9S120

<사진 2> 시험체 파괴 형상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배근하였다. 

2.2 하중재하

모든 시험체는 축력비를 10%()로 재하하였다. 

축력은 사진 1에서와 같이 양끝단에 힌지가 있는 축력재하 

프레임에 용량 2000kN의 로드셀을 설치하여 일정한 축력

으로 재하하였다. 수평력은 스트로크가 ±300mm이고 용량

이 500kN인 가력기(Hydraulic Actuator)를 이용하여 수평

변위(드리프트 비) 제어로 재하하여 준정적 반복재하 시험

을 수행하였다. 재하하중의 기본 패턴은 그림 2와 같이 반복

하중으로 하였으며, 이 때 변위증폭은 드리프트 비 1%까지

는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균열등의 특성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0.5%, 0.75%, 1%로 하였으며 1%이상부터는 0.5%

씩 증가하였다. 하중재하 회수는 각 하중단계에서 미는 방

향(PUSH)과 당기는 방향(PULL)으로 각각 2회씩으로 하였

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손상 및 파괴모드

소성힌지영역에 모든 축방향철근이 겹침이음된 경우는 

피복 콘크리트의 박리와 축방향철근의 좌굴이 발생하기 전

에 겹침이음의 슬립(Slip)에 의해 매우 취성적인 파괴형태를 

보인다.(6),(7) 이 연구의 3가지 시험체는 연속철근이 1/2 이상

으로 겹침이음의 슬립에 의한 취성적인 파괴는 발생하지 않

았으며 사진 2와 같이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축방향철근

의 좌굴과 파단에 인해 내하력이 저하되는 전형적인 휨파괴 

거동을 보였다.

표 2는 횡구속 철근이 있는 L50T9S80, L50T7S60, 

L0T9S120모델에 대한 손상특징을 요약한 것으로 약 3%～
3.5%정도의 드리프트 비(Drift Raio)에서 피복박리 및 압축

철근의 국부좌굴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드리프트 비(Drift 

Ratio) 4.0%근처에서 축방향철근의 인장파단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내하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내하력 저

하는 없었으며 드리프트 비(Drift Ratio) 4.0∼4.5%사이에

서 사진 3과 같이 다수의 인장철근이 파단되어 내하력이 저

하되었다. 첫 번째 인장철근의 파단이후 계속해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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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험체의 손상 특성

시험체
Drift

ratio(%) 3.0 3.5 4.0 4.5 5.0 축방향철근 좌굴 및 파단 위치

L50T9S80
좌굴 ○ 기초바닥에서 1단 횡방향철근 사이

파단 ◎ ● 기초바닥에서 약 20mm

L50T7S60
좌굴 ○ 1～2단 횡방향철근 사이

파단 ◎ ● 기초바닥에서 약 60mm

L0T9S120
좌굴 ○ 1～2단 횡방향철근 사이

파단 ◎● 기초바닥에서 약 100mm

비고 ○:축방향철근좌굴, ◎:첫번째 축방향철근파단, ●:축방향철근 다수파단

    

                   (a) L50T9S80                          (b)L50T7S60                     (c) L0T9S120

<사진 3> 축방향철근 좌굴 및 파단

인장철근이 파단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사각단면의 경우 

원형단면과는 달리 대부분의 축방향철근이 같은 위치에 배

근되어 있어 항복이후 축방향 철근의 변형률이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축방향철근의 파단시점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

인다. 축방향철근의 파단 위치는 사진 3과 같이 국부좌굴이 

발생한 위치와 동일하며 L50T9S80모델은 1단 횡방향철근 

바로 아래인 기초바닥에서 20mm위치에서 발생하였다. 

L0T9S120모델은 기초바닥에서 약 100mm위치인 1∼2단 

횡방향철근사이에서 발생하였다. L50T7S60모델은 기초바

닥에서 60mm위치, 즉 1∼2단 횡방향철근 사이에서 발생하

였다. 사진 3을 보면 축방향철근의 좌굴과 파단위치는 횡방

향철근의 간격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변형

단계에 따른 균열의 진전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L50T9S80

모델은 소성힌지영역에서 뚜렷한 수직균열은 발견되지 않

았다. L50T7S60모델과 L0T9S120모델은 각각 드리프트 

비 2.5%와 2.0%에서 복부와 플랜지 경계 근처에서 수직균

열이 발견되었지만 내하력의 저하는 없었으며 4.0%까지 진

행 확대 되었다. 대부분의 수직균열은 모서리부분에 집중되

어 있어 사각단면의 특성상 모서리부분의 손상에 의한 영향

으로 보인다. 

피복박리와 축방향철근 좌굴 및 파단과 같은 국부손상은 

기초바닥에서 약 300mm사이에 집중되며 하중방향 단면치

수의 약 46%(0.46D)정도이다. 국부손상의 범위는 횡방향철

근의 수직간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횡방향철근의 간

격(s)이 좁을수록 손상범위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축방향철근의 좌굴길이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실험결과를 보면 사진 3과 같이 축방향철근의 좌굴 

영역이 여러개의 횡방향철근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2개의 횡방향철근 사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익현 등(2003)(1)
에 따르면 횡구속 철근이 배근되지 않

고 축방향철근의 1/2이 겹침이음된 중공사각단면 기둥은 수

직균열 발생후 내하력이 약간 저하되나 급격하게 저하되지

는 않으며 급격한 내하력의 저하는 피복박리 및 축방향철근 

좌굴후 축방향철근 파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 이 실험의 1/2 겹침이음 모델(L50T9S80, L50T7S60)에

서는 겹침이음된 축방향철근(Start Bar, Column Bar)에서

는 파단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철근(Continuous Bar)만이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축방향철근 파단시점 전에 횡구

속력이 저하되고 축방향철근 좌굴이 발생하여 인장거동시 

겹침이음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모든 모델

들이 피복박리 및 축방향철근 좌굴이 대부분 먼저 발생하였

으나 급격한 내하력 저하는 없었고 축방향철근 파단으로 인

해 내하력이 저하되었다.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의 강도는 

“저주파 피로파괴(Low-Cycle Fatigue Failure)”에 의해 단

조증가하중을 받는 철근의 강도의 약 70%정도 이며, 최대

응력에서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의 3～5배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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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T9S120

<그림 3> 변형단계별 균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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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보강띠철근 벌어짐(opening)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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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형단계에 따른 이력곡선 및 포락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 이 연구에서는 모든 시험체가 

축방향철근 파단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축력비(10%)가 작

아 축방향철근의 인장변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축력비가 크면 축방향철근 파단이 발생하지 않으며 좌굴

에 의한 내하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Mo and Nien

(2002)(16)
과 Mo et al.(2003)(17)

에 의하면 중공단면에서의 

파괴모드는 축방향철근 좌굴과 축방향철근 파단, 2가지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축력비 10%내외에서는 내하

력 저하가 이 실험결과와 같이 횡방향철근 간격에 상관없이 

축방향철근 파단에 의해 내하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축력

비 19%의 모델에서는 축방향철근 좌굴에 의한 내하력 저하

가 발생하였다. 이런 현상은 사각단면의 특성상 원형단면 

비해 횡구속 효과가 작기 때문에 횡구속 상세에 영향을 많

이 받을 것이다. 

한편, 이 실험 종료후 보강띠철근을 조사한 결과 사진 4

와 같이 갈고리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Opening)이 발생하

였다. 보강띠철근은 사각단면에서 후프띠철근이 심부콘크리

트의 구속과 축방향철근 좌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

록 구속력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갈고리의 벌어짐이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횡구속을 기대할 

수 없다.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3.2 결과 및 분석

3.2.1 변형성능 및 변위연성도

시험체의 하중-변위 이력곡선과 포락곡선을 그림 4에 나

타내었으며 이들의 변위연성도(), 변위() 및 드리프트 비

(Drift Ratio)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표시는 

초기항복 시점을 나타내며 “⊗”는 피복박리 및 축방향철근 

좌굴, “◇”는 축방향철근 파단시점, “☆”는 다수의 축방향

철근 파단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와 같이 횡방향 철근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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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50T7S60                            (b) L50T9S80                      (c) L0T9S120

<사진 5> 겹침이음부 균열 분포

근된 3기의 시험체는 드리프트 비 약 0.8∼1.0%에서 초기

항복이 발생하였으며 L50T9S80과 L50T7S60모델은 드리

프트 비 3.5%에서 축방향철근 좌굴이 발생하여 4%이후에

서 축방향철근 파단으로 인한 내하력 저하가 발생하였다. 

L0T9S120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 횡방향철근 간격이 크

기 때문에 드리프트 비 3%에서 축방향철근 좌굴이 발생하

였으며 축방향철근 파단은 다른 시험체와 같이 4%이후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시험체는 모두 보강띠철근의 벌어짐 현상

(Opening)에 의해 횡구속력이 저하되었으며, 축방향철근의 

좌굴 및 파단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 3과 같이 축방향철

근 파단시의 드리프트 비가 4%근처로 매우 유사한 변형성

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체 3기는 모두 같은 축방향철근량을 사용하였지만 

겹침이음이 된 모델의 휨강도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겹침이음된 모델의 축방향철근량이 연속철근이 배근된 모

델에 대해 약 1.5배 많은 량으로 겹침이음되어 있어 겹침이

음된 철근도 휨에 다소 저항하기 때문이다. 

축방향철근의 1/2을 겹침이음한 모델(L50T9S80, L50T7S60)

은 후프띠철근과 보강띠철근의 횡구속 저하로 겹침이음부의 

슬립(Slip)이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겹침이음 

철근도 휨에 저항하는 철근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겹

침이음을 한 모델의 경우 휨에 의한 위험단면은 겹침이음이 

끝나는 부분, 즉 축방향철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속철근의 경우는 모든 단면에서 축방

향철근비가 같기 때문에 휨에 의한 위험단면은 기초와 기둥

의 접합부 부근이 된다. 이 실험결과를 보면 후프띠철근 및 

보강띠철근의 벌어짐(Opening) 현상에 의해 겹침이음의 성

능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사진 5와 같이 위험단면인 겹침이

음이 끝나는 부분(기초에서 약 400mm부분)에서 균열이 발

생하여 계속 진전되었다. 하지만 연속철근의 경우는 균등한 

균열 분포를 보인다. 이런 균열은 드리프트 비 0.5%에서 처

음으로 휨 균열로 발생해서 기초와 기둥의 접합부 균열이후

로 계속 진전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항복점은 하중-변위곡선 상에서 최

대하중( )를 지나는 수평선과 원점에서 초기항복점을 

통과하는 직선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변위()로 정의하고, 

극한점은 최대하중 이후 가 되는 변위를 극한변위

점()으로 정의하여 변위연성도를 평가하였다. 하중-변위

곡선에서의 초기 항복점()은 파이버(Fiber)모델 해석을 

통해서 구했으며 최대하중의 약 70%정도( )로 나타

났다. 표 3은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는 축방향

철근의 국부 좌굴이 발생될 때의 변위이며 은 축방향철근

의 파단이 발생할 때 즉, 내하력 저하가 발생하기 직전의 변

위이며 는 내하력이 저하되어 최대 내하력의 80%가 될 

때의 변위(극한변위)이다. 이 실험결과 항복변위()는 L50T9S80, 

L50T7S60, L0T9S120모델에 대해 PUSH방향으로는 26.79mm, 

17mm, 19mm로 나타났으며, PULL방향으로는 27.1mm, 

21.8mm, 29.5mm로 나타났다. 하중방향에 따라 시험체의 항

복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위연성도는 PUSH방향과 PULL방

향의 평균항복변위를 사용하였다. PUSH방향과 PULL방향

의 평균항복변위는 각각 20.9mm와 26.1mm이다. 

그림 5는 하중방향(PUSH, PULL)에 따른 하중-변위연성

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3가지 시험체 모두 PUSH방향의 

연성도가 PULL방향보다 크게 산정되었다. 이것은 PUSH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인장부에서 균열 등의 손상이 먼

저 발생하게 되며 압축부에서 크로스타이의 휘어짐 또는 횡

구속력의 저하가 먼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쪽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이전에 받은 손상에 의해 한

쪽부분이 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횡방향철근 간격이 큰 L0T9S120모델과 보강띠철근이 작게 

들어간 L50T7S60모델에서 현저히 발생하였다. Mo et 

al.(2003)(17)
의 연구 결과에서도 하중방향에 따라 연성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과 그림 5에서 피복박리 및 축방향철근 좌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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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결과 

구분
PUSH PULL

L50T9S80 L50T7S60 L0T9S120 L50T9S80 L50T7S60 L0T9S120

 (kN) 443.7 440.2 412.2 446.8 438.2 424.9

 (kN) 310.6 308.1 288.5 335.1 306.7 297.4

초기항복변위 (mm)
(drift ratio)

18.9
(0.73)

12.5
(0.48)

13.5
(0.52)

18.9
(0.73)

15
(0.58)

20.5
(0.79)

항복변위 (mm)
(drift ratio)

20.9
(0.8)

26.1
(1.0)

국부좌굴변위(mm)
(drift ratio)

91
(3.50)

91
(3.50)

78
(3.00)

91
(3.50)

91
(3.50)

78
(3.00)

철근파단변위 (mm)
(drift ratio)

104
(4.00) 

104
(4.00)

91
(3.50)

104
(4.00)

104
(4.00)

91
(3.50)

최대변위 (mm)
(drift ratio)

128.5
(4.94) 

122
(4.69)

115.5
(4.44)

126.9
(4.88)

116.5
(4.48)

111.7
(4.30)

  

 연성도 4.35 4.35 3.73 3.49 3.49 2.99 

비율* 1.17 1.17 1.00 1.17 1.17 1.00

 

 연성도 4.98 4.98 4.35 3.98 3.98 3.49 

비율* 1.14 1.14 1.00 1.14 1.14 1.00

  

 연성도 6.15 5.84 5.53 4.86 4.46 4.28 

비율* 1.11 1.06 1.00 1.14 1.04 1.00
* : 연속철근모델(L0T9S120)에 대한 연성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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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SH 방향 연성도 (B) PULL 방향 연성도

<그림 5> 변위연성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L0T9S120이 PUSH 및 PULL

방향의 연성도가 3.73과 2.99로 가장 작은 연성능력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축방향철근 좌굴은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대내하력시의 

연성도는 연속철근이 배근된 L0T9S120모델에 비해 50%겹

침이음을 가진 L50T9S80과 L50T7S60모델이 약 14%정도 

크게 나타났다. 최대내하력의 80%시( )의 연성도를 

비교해 보면 L50T9S80과 L50T7S60모델이 L0T9S120모

델에 비해 PUSH방향으로는 각각 6%～16%, PULL방향으로

는 4%～14%정도 크게 나타났다. L50T9S80모델과 L50T7S60

모델은 횡방향철근 면적비가 현행 기준 대비 82%와 85%로 

비슷하지만 보강띠철근의 수평간격이 다른 모델로 보강띠

철근의 수평간격이 작은 모델의 연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축소 모델의 특성상 횡방향철근 수직간격이 80mm와 

60mm로 배근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강띠철

근의 수평 간격이 좁은 모델이 연성능력이 좋을 것으로 사

료된다. 

3.2.2 소산에너지

지진에 의해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 붕괴를 

방지하려면 충분한 변형에너지의 소산능력이 필요하다. 철

근콘크리트 교각의 에너지소산은 내진성능평가 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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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변형단계별 소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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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누적 소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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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속철근 모델에 대한 소산에너지 비

되는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다. 그림 6은 각 시험체에 대한 

변형단계별 소산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드리프트비 4.0～
4.5%부터는 단계별 소산에너지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가 철근의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과 동일하다. 그림 7은 

누적소산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L50T7S60가 다른 시험체

에 비해 소산에너지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L50T7S60시험

체는 보강띠철근이 다른 시험체에 비해서 적게 배근되었으

나 횡방향철근 수직간격( )이 60mm로 다른 시험체에 비해 

가장 좁은 간격이다. 따라서 횡방향철근 수직간격( )이 좁

으면 축방향철근 좌굴을 조금 더 늦추게 하여 심부콘크리트

의 구속력이 증가하여 에너지소산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50T9S80과 L0T9S120은 드리프트 비 

4%～4.5%까지는 매우 비슷한 누적소산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림 8은 연속철근 모델에 대한 소산에너지 비를 나타낸 것

으로 연속철근이 배근된 L0T9S120에 비해 L50T7S60과 

L50T9S80의 소산에너지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축방향

철근의 1/2이 겹침이음 되더라도 횡방향철근이 현행 규정의 

약 82%～85%를 배근(L50T9S80, L50T7S60)하면 횡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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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등가점성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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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등가감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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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변형 단계별 강성변화

철근량이 현행 기준의 약 54%가 배근된 연속철근 시험체

(L0T9S120)보다 에너지 소산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3 등가감쇠비

식 (1)을 사용하면 하중-변위 이력곡선으로부터 등가점성

감쇠비()를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그림 9와 같이 이력곡선의 1개 Loop의 면

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하중 재하시 부재에 축적되

는 탄성변형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각 하중단계에 대한 등가점성감쇠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의 시험체는 앞의 표 3에서와 같이 드리프트 

비 0.8∼1.0%에서 부재의 항복()이 발생하였으며, 이때의 

등가점성감쇠비()는 약 5%이상으로 나타났다. 변형이 증

가할수록 등가점성감쇠비는 증가하였으며 부재 파괴()시

는 약 18%이상의 등가점성감쇠비를 나타내었다. 

3.2.4 강성 저하

각 하중단계에 따른 PUSH(+)/PULL(-)방향의 강성()을 

구하여 변형단계(Drift Ratio)에 따른 시험체의 강성변화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드리프트 비 1%이하에서 하중방향

별(PUSH, PULL)로 강성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이유는 시

험초기에 시험체가 자리를 잡기 위해 거동하면서 발생되는 

오차로 볼 수 있다. 드리프트 비 1%이상에서는 하중방향과 

하중회수에 큰 영향없이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각 하

중단계에 따른 강성은 앞의 그림 9에서와 같이 변형단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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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드리프트 비에 따른 시험체의 강성변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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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변형단계에 따른 유효강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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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잔류변형

다 하중을 변위로 나누어 구하고 PUSH(+)방향(+)과 

PULL(-)방향(-)에 대해서 각각 계산하였다. 

각 시험체에 대해서 강성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각 변형단계에 대해서 드리프트 비 1%(대략 항

복시 드리프트 비)에 해당하는 강성으로 나누어 하중단계에 

대한 강성비를 무차원(Normalized Stiffness)으로 나타내었

다. 이 연구의 시험체들은 드리프트 비 4%∼5%사이에서 

최대하중의 80%로 강도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때의 강성

은 드리프트 비 1%에 해당하는 강성에 비해 약 30%∼20%

이하로 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은 각 하

중단계별 유효휨강성()과 초기휨강성()의 비인 유효

휨강성비(
 )를 나타낸 것이다. 3기의 시험체 모두 드리

프트 비 1%에서 유효휨강성비가 약 15%정도로 나타났으며 

시험체의 파괴시()는 유효휨강성비가 약 5%이하로 나타

났다.

3.2.5 잔류변위

지진과 같은 반복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교각은 비선형 

거동을 하기 때문에 잔류변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 잔류변

위는 구조물의 손상정도와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중의 하나이다. 그림 14는 변위하중 단계에서의 

잔류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드리프트 비 1%까지는 균열 등

의 손상에 의한 잔류변위가 있으나 큰 잔류변위를 나타내지 

않고 탄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리프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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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잔류변형 비

0.8%～1%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잔류변위가 발생하여 소성

거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체의 항복시기도 드리프트 

비 0.8%～1%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림 15은 하중단계별 잔

류변위비를 나타낸 것으로 드리프트 비 2%에서는 약 30%

이상의 잔류변위가 발생하며 드리프트 비 3%와 4%에서는 

약 40%와 50%이상의 잔류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드리프트 

비 1%이하에서의 불안정한 부분은 실험 초기시 시험체가 

자리를 잡기 위해 거동하면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리고 

push방향에서는 L50T7S60시험체의 잔류변위가 가장 크며 

pull방향에서는 L0T9S120시험체의 잔류변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2.6 응답수정계수()와 변위연성도()의 관계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의 개념은 탄성 또는 완전연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설계지진하중에서 교각이 탄성범위를 넘

게 되면 소요변위연성도에 관계없이 완전연성(R=3)을 만족

하도록 심부구속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RC 교

각에 과도한 횡방향철근량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시공

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

술선진국의 내진설계와 같이 한정연성(Limitied Ductility) 

설계 개념을 채택하여 신뢰도기반 도로교 내진설계기준(안)

에서는 교각의 소요변위연성도에 따라 심부구속철근을 배

근하는 연성도 내진설계법(Ductility Based Design)을 도입

하였다.(9) 연성도 내진설계법은 현행 규정의 획일적인 소성

설계(R=3)와는 달리 식 (2)와 같이 탄성지진력()과 설계

구조물의 강도()에 따라 소요응답수정계수()가 결

정되며 식 (3)과 식 (4)와 같이 교량의 진동 주기(T)에 따라 

소요변위연성도( )가 결정되게 된다.(9) 

  

                                    (2)

   ⋅                                  (3)

  
 




                     (4)

여기서, 는 지반별 통제주기이며 는 교량의 진동주

기이다.

본 연구의 시험체 3기(L50T9S80, L50T7S60, L0T9S120)

에 대해서 최대하중의 80%에 해당하는 변위연성도의 최소

값은 4.28이다(표 3참조). 이 변위연성도()를 식 (3)과 식

(4)에 대입하여 교량의 주기변화에 따른 소요응답수정계수

()을 계산하여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교량의 진동주기

()가 Ⅰ, Ⅱ, Ⅲ, Ⅳ지반에 대해서 각각 0.25, 0.34, 0.48, 

0.72sec 이상이면 현행 기준의 응답수정계수(R=3)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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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험체의 최소변위연성도에 따른 소요응답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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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속경간 수와 형상비에 따른 교량 진동주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은 시험체의 Prototype(외부치수 : 4600×2800mm, 

내부치수 : 3400×1600mm)에 대해서 연속경간 수와 형상

비()에 따른 교량의 진동주기(T)를 나타낸 것이다. 연속

경간 수는 축력비 10%에 해당하는 상부 무게(W)를 1경간

으로 하여 배수로 증가시켰다. Ⅰ, Ⅱ지반에서 현행 기준의 

응답수정계수(R=3)를 만족하려면 교량의 진동 주기가 0.25, 

0.34sec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7에서 Prototype 모델의 경

우 형상비가 4.0이상이면 교량의 진동주기가 0.41sec이상이

므로 연속경간 수에 관계없이 모두 만족하게 된다. Ⅲ지반

에서는 형상비가 4.5이하의 단경간이면 만족하지 못하나, 

연속경간수가 2이상이고 형상비가 4.0이상이면 교량 진동

주기가 0.58sec이상으로 응답수정계수(R=3)을 만족하는 

0.48sec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Ⅳ지반에서는 형상비가 

6.0이상인 단경간 교량, 형상비가 5.0이상이며 연속경간이 

2경간인 교량, 형상비가 4.0이상으로 연속경간 수가 3이상

인 교량의 진동 주기가 모두 0.72sec이상으로 현행 기준의 

응답수정계수(R=3)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적으로 휨이 지배적이고(≥4.0) 연속경간이 3경간 이상

이면 본 시험체의 철근상세로도 소요변위연성도를 만족하

게 되어 현행 기준의 응답수정계수(R=3)에 만족하는 철근

상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4. 결 론

횡방향철근이 감소된 중공사각단면 교각의 내진거동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축방향철근의 1/2이 겹침이음된 축소

모델 2기와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이 없는 축소모델 1기를 

제작하여 준정적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 시험체의 

내진거동특성을 다양한 내진성능지표를 도입하여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 허

용 및 횡방향철근량의 감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축방향철근의 1/2이 겹침이음된 시험체는 겹침이음의 

슬립에 의한 취성파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시험

체가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및 축방향철근의 좌굴과 파

단에 의해 내하력이 저하되는 전형적인 휨파괴 거동을 

보였다.

2.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이 없는 시험체(L0T9S120)는 

횡방향철근의 수직간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120mm) 

드리프트 비 3%에서 축방향철근의 좌굴이 발생하였으

며 나머지 시험체는 드리프트 비 3.5%에서 축방향철근

의 좌굴이 발생하였다.

3. 모든 시험체가 드리프트 비 4%에서 축방향철근의 파단

이 발생하였으나 급격한 내하력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

으며 다수의 인장철근이 파단되면서 내하력저하가 발행

하였다. 따라서 축방향철근의 파단시점이 비슷하기 때

문에 3기의 시험체는 매우 유사한 변형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복박리와 축방향철근의 좌굴 및 파단과 같은 국부손

상은 기초바닥에서 약 300mm사이에서 집중되었으며 

하중방향 단면치수의 약 46%(0.46D)정도이다.

5. 보강띠철근은 반복하중에 의해 갈고리(Hook)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Opening)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현상이 

조기에 발생되면 충분한 횡구속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

에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6. 겹침이음이 없고 횡방향철근량이 현행 기준 대비 54%

가 배근된 L0T9S120시험체가 push방향으로 5.33, pull

방향 4.28로 가장 작은 변위연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1/2이 겹침이음된 시험체는 횡방향철근량이 현

행 기준 대비 82%∼85%가 배근되었으며 겹침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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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시험체보다 약 4%∼14%정도 변위연성도가 크게 

산정되었다.

7. 모든 시험체가 항복시점에서의 등가점성감쇠비는 약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재 파괴시는 약 18%이상의 

등가점성감쇠비를 나타내었다.

8. 실험결과 극한시의 강성은 대략 항복시의 드리프트 비

(약 1%)에 해당하는 강성에 비해 약 30%이하로 저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재가 항복할 때와 극한 때의 

유효휨강성비는 초기강성의 약 15%와 5%이하로 나타

났다. 

9. 변형단계별 잔류변위는 드리프트 비 2%에서는 횡변위

의 약 30%이며, 극한시까지는 횡변위가 증가할수록 잔

류변위도 증가하나 극한시에는 횡변위가 증가하더라도 

잔류변위의 큰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축방향철근을 1/2을 겹침이음 하더라도 적절한 횡구속

(현행 기준의 약 80%수준)이 있거나 연속철근을 사용

하고 횡방향철근량을 현행 기준의 54%를 배근하면, Ⅳ
지반의 경우에도 연속경간이 3경간 이상이고 형상비가 

4.0이상이면 소요응답수정계수()가 3.0이상을 만족

하기 때문에 철근상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1.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공비 40%

인 중공사각단면 교각의 준정적 실험을 통해 변형성능 

및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중공사각단면의 내진

설계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공비를 갖는 

교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공사각단면 교각의 거동

특성을 심도 있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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