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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 매개변수 분석

Parametric Study on the P-M Interaction Diagram of Hollow Prestressed 
Concrete Bridge Columns

김태훈1)

Kim, Tae Hoon

국문 요약 >> 이 연구는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매개변수 중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PS 강재량, 유효프리스트레스, Ds/Do, 그리고 Di/Do를 선택하여 P-M 상관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준정적 실험을 통해서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실험체의 강도와 연성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및 해석결

과와 각 코드를 기준으로 비교한 P-M상관도의 결과는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AASHTO-LRFD는 근접한 값을 보여주었다. 무차

원화한 P-M 상관도를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저항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P-M 상관도, 매개변수 분석, 저항능력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parametric studies of the P-M interaction diagram of hollow prestressed 
concrete bridge columns. Among the numerous parameters, this study concentrates on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prestressing 
steel reinforcement ratio, effective prestress, the Ds/Do ratio, and the Di/Do ratio.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hollow prestressed 
concrete bridge columns were evaluated through quasistatic tests. The P-M interaction diagrams from the codes we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sults, which were in good agreement with AASHTO-LRFD. Nondimensionalized P-M interaction diagrams were 
developed to predict the design resistance of hollow prestressed concrete bridge columns.

Key words Hollow, Prestressed concrete bridge columns, P-M interaction diagram, Parametric studies, Design resistance

1. 서 론

새로운 교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서 프리스트레스 기술

의 적용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절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에서

는 높은 휨저항력과 전단력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프리

스트레스의 효과에 의하여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교각에 

비하여 우수한 복원력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교량이 장대화 되고, 교각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

하는 자중증가에 따라 과도한 설계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발된 교각구조가 바로 중공단면 교각이다. 근래에 이러한 

중공단면 교각이 구조물의 자중, 사용재료의 경감 및 수화

열 억제를 위하여 경제적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속도로 

교량 및 기타 교량에서 널리 설계 ․시공되어지고 있으며 국

내외적으로 중공단면 교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7) 

그러나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설계 기술 선진화

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며, 성능에 기반한 

안전한 설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설계법 선진화 및 성능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각의 

실험목적에 근거하여 변수를 설정한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실험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축력 및 휨에 대한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고 요구되는 성능기준에서 중요한 연성의 확보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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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RCAHEST

<그림 2>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실험체의 형상 (단위: mm)

<표 1> 실험체의 제원

구 분 Prototype Model

단면 직경(m) 외경 2.2
내경 1.0

외경 0.80
내경 0.36

교각 높이(m) 7.522 2.8
형상비 3.4 3.5

콘크리트

기초부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실제강도(MPa)

40
-

40
48.1

구체부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실제강도(MPa)

40
-

40
48.1

PS 강재

직경 7연선 15.2mm 7연선 15.2mm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실제강도(MPa)

1,860
-

1,860
1,968.2

유효긴장응력(MPa) 842.3 842.3

주철근

직경 D16 D10
철근비(%) 0.2 (최소량) 0.2 (최소량)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실제강도(MPa)

400
-

400
544.6

횡철근

직경 D22 D13
철근체적비 (%) 1.2 1.2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실제강도(MPa)

400
-

400
476.3

기초부

철근

직경 D32 D32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실제강도(MPa)

400
-

400
463.6

피복두께(mm) 80 30
축력 0.075

하도록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압축강도, PS 

강재량, 유효긴장응력, 그리고 중공비 등의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거동특성을 심도 있게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설계규정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8)
과 현행설계법

(9),(10)
에 

의하여 실험결과 및 해석결과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국내

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은 설계기본변수(하중, 저항강도, 및 

기하적 제원)에 부분안전계수(하중계수 및 저항계수)를 적

용하여 구한 설계값을 기준으로 검증하는 설계기법으로 부

분안전계수의 수치 값은 결정론적 방법이거나 확률론적 방

법 또는 두 방법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11) 우리나라도 이

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신뢰도 기반 LRFD 설계기준에 의

한 설계기술의 확보가 시급하고 국내 LRFD 설계규정을 정

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자 등에 의하여 그 동안 개발된 철근콘

크리트 평면응력요소, 경계면요소, 부착 및 비부착 텐던요소 

그리고 접합요소 등
(12-16)

을 미국 버클리 대학의 Taylor가 개

발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FEAP(17)
에 이식하여 

모듈화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RCAHEST

(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에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그림 1).

2.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실험 및 해석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휨에 대한 극한강

도와 변형능력 및 재료특성과 P-M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실험 및 해석으로 검증된 그림 2와 

같은 교각 실험체
(18)

를 선정하였다.

모델의 직경은 800 mm이고 교각의 재하점까지의 높이

는 2,800 mm로 형상비는 3.5이며 교각실험체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실험체는 성능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중공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2기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의 준정

적 실험에 대한 세부적인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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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등가환산단면 (단위: mm)

8-node RC Element 72
6-node Joint Element 20
6-node Interface Element 6
n-nide-Bonded
Prestressing Bar Element 4

<그림 4> 유한요소모델

<그림 5> 하중-변위 곡선 예[Model(1)]

(18)
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준정적(Quasi-Static)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평력은 

최대변위 ±375 mm인 2,600 kN 유압가력기(Actuator)를 

이용하여 재하하였으며 축력은 교각단면 축강도의 7.5%를 

일정하중 유지장치로 변화가 없도록 재하하였다.

이 실험체들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 중공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 교각을 등가환산단면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2차원 평면요소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등가환

산단면은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실제거동

과 유사하도록 PS 강재와 콘크리트의 단면적, 하중재하 방

향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같게 하여 유도하였다.

그림 4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소 

분할한 예이며 3점 가우스 적분을 적용한 8절점 등매개 요

소를 이용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기초부와 함께 교

각부에 4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2개의 요

소로 분할하였다. 8절점 철근콘크리트 평면응력 요소가 72

개, 교각과 기초사이 및 세그먼트 사이에 6절점 프리캐스트 

접합면 요소 20개, 프리캐스트 기초부재와 후타설 기초부 

사이에 6절점 경계면 요소 6개, 그리고 부착 텐던의 거동을 

고려하기 위한 다절점 부착 텐던요소 4개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세그먼트 접합부의 거동특성을 지배하는 내

부마찰각과 점착력은 기존의 연구결과
(15),(16)

와 사용된 에폭

시의 재료물성을 근거로 각각 45°와 5.88 MPa로 정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유한요소망과 등가환산단면은 일반 탄성해

석과의 수렴성 시험(Convergence Test) 결과 형상비(Aspect 

Ratio)에 의한 영향은 1.0% 미만이었으며 이는 콘크리트구

조의 비선형해석에서 예상되는 오차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

으로 나타나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그림 5에 이 연구의 해석모델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결

과와 실험에 의한 하중-변위 관계의 예를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체의 공칭모멘트에 대한 설계하중을 함께 나타내었다.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험체[Model(1)]의 공칭모

멘트에 대한 설계하중은 366.4 kN이며 실험값과 해석값은 

각각 568.1 kN과 591.9 kN이다. 실험값은 설계하중의 155% 

수준까지 충분한 내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석값은 설계하

중의 160% 수준으로 내력이 발휘되고 있다. 이때 실험값/

해석값의 평균은 0.97로서 실험결과 보다 다소 크게 평가하

고 있으나 교각 실험체들의 비탄성 거동특성을 잘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험체에 반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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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응력과 외력 <그림 7> P-M 상관도 작성 순서도

기하중이 진행되는 동안 소성힌지 영역에서 비탄성 변형이 

증대됨에 따라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균열과 파쇄, 그리고 

이로 인한 손상이나 파괴와 잘 일치하고 있다.

3.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 

비교분석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은 축력과 휨모멘트

를 받는 부재로 극한저항력은 축력과 휨모멘트의 상호작용

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파괴가 일어날 때의 축력과 모멘트

들을 선으로 연결한 P-M 상관도로써 기둥의 극한 저항력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
(19),(20)

에서 그림 6과 같이 콘크리트 응력블록에 해당하는 압

축력 부분을 수정하여 산정하였다(그림 7).

파괴시 중립축의 위치가 중공 단면내부에 존재하는지 중

공 내부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른 파괴거동을 그림 6과 같

이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a) 중공 단면내부

  

sin                              (1)




sin
cos

                           (2)

(b) 중공 내부

  

 sin  


 sin              (3)





 sin  sin 
cos ×  cos  ×         (4)

여기서, 는 응력블록의 유효압축면적, 는 단면의 중심

에서 압축면적의 중심까지의 거리, 는 단면의 외부반경, 
는 단면의 내부반경, 그리고 는 (a),(b)에서 정의한 각도이다.

그림 6 (c)로부터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공칭모멘트를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5)

 


                     (6)

이 연구에서는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 실험

체의 재료적 물성치와 단면을 사용하여 현행설계법과 하중

저항계수설계법에서 제시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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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 분석

<표 2> 최대 설계강도

Maximum design strength P(kN) M(kN-m)

Specification KHBD AASHTO
-LRFD KHBD AASHTO

-LRFD EXP ANA

Model(1) 7159.1 7670.5 1021.7 1198.7 1590.7 1657.3

Model(2) 7159.1 7670.5 1021.7 1198.7 1615.6 1657.9

비교분석하였다.

수행된 실험의 결과와 실험체에 사용된 제원을 사용하여 

그림 8에 현행설계법과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의 기준으로 산

정된 P-M 상관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에 의한 실험체의 해석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에 의한 값들은 P-M 상관도에서 공칭강도나 강도감

소계수를 적용한 모든 경우에 안전측으로 나타났다. 준정적 

실험을 통하여 구한 최대 수평하중으로 모멘트를 계산하여 

P-M 상관도 상에 점으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실험체가 설

계휨강도 보다 큰 내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및 해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교각 실험체의 실제의 

극한하중에 비하여 안전율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의 경우 실제의 실험결과와 

보다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

표 2는 현행설계법과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실험체를 해석한 경우에 발생된 최대 설계강도 값을 나

타낸다. 실험체 단면의 설계는 항복의 경우 원형단면의 최

외곽단의 PS 강재 항복시의 변형률로 설계하였다.

교각단면 축강도의 7.5%(1200 kN)가 축력으로 작용하

고, 초기 긴장력의 크기에 의한 PS강재의 항복응력 차이에 

의해서 모멘트의 크기가 변화하게 된다. 이때 PS 강재의 유

효프리스트레스의 크기보다 PS 강재량이 실험체들의 최대 

저항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험의 변수 범위 내에서는 현

행설계법(925.6 kN·m)은 실험결과(평균 1603.2 kN·m)보다 

70% 정도의 안전 측으로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하

중저항계수설계법(1198.0 kN·m)은 실험결과(평균 1603.2 

kN·m)와 35% 정도로 보다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경

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매개변수별 영향 분석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경우 압축강도, 

PS 강재량, 유효 긴장응력, 그리고 중공비 등의 제원특성에 

따라 다양한 거동을 나타내게 되므로, 매개변수 연구를 통

하여 거동특성을 심도 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절의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

각 실험체를 기준으로 거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를 변화시켜 현행설계법과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 제시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를 비교 · 분석하였다.

4.1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의한 영향

이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아래 7가지 

CASE의 서로 다른 콘크리트 강도를 변수로 적용함으로써 

P-M 상관도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CASE Ⅰ :   = 30 MPa

CASE Ⅱ :   = 35 MPa

CASE Ⅲ :   = 40 MPa

CASE Ⅳ :   = 50 MPa

CASE Ⅴ :   = 60 MPa

CASE Ⅵ :   = 70 MPa

CASE Ⅶ :   = 80 MPa

현행설계법에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30 MPa인 경우 부재

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5258.0 kN,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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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설계법 (b)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그림 9>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의한 영향

설계 휨모멘트는 801.8 kN·m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강도

가 40 MPa일 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30 MPa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향력은 7159.1 kN (36%), 설계 휨모멘트는 1021.7 

kN·m (27%)로 증가를 보였다. 콘크리트 강도가 60 MPa, 80 

MPa인 경우 각각 설계 축방향력은 10957.4 kN (108%), 

14753.1 kN (181%), 그리고 설계 휨모멘트는 1467.6 kN·m 

(83%), 1928.8 kN·m (141%)로 증가를 나타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30 MPa

인 경우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5633.6 

kN, 그리고 설계 휨모멘트는 1002.9 kN·m로 나타났다. 콘

크리트의 강도가 40 MPa일 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30 MPa

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향력은 7670.5 kN (36%), 설계 

휨모멘트는 1198.7 kN·m (20%)로 증가를 보였다. 콘크리

트 강도가 60 MPa, 80 MPa인 경우 각각 설계 축방향력은 

11740.1 kN (108%), 15806.9 kN (181%), 그리고 설계 휨

모멘트는 1572.4 kN·m (57%), 2066.6 kN·m (106%)로 증

가를 나타냈다.

위와 같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전체 저항능력 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

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과 설계 휨모멘트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그림 9).

4.2 PS 강재량에 의한 영향

PS 강재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PS 강

재비(Aps/Ag)가 0.002, 0.004, 0.006, 0.008, 0.010인 5가지 

CASE의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하여 P-M 상관도의 영향을 

비교 · 분석하였다.

CASE Ⅰ :  0.002

CASE Ⅱ :  0.004

CASE Ⅲ :  0.006

CASE Ⅳ :  0.008

CASE Ⅴ :  0.010

현행설계법에서 PS 강재비가 0.002인 경우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7484.3 kN, 그리고 설계 

휨모멘트는 955.7 kN·m로 나타났다. PS 강재비가 0.006일 

때 PS 강재비가 0.002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향력은 7159.1 

kN (4%)로 감소를 보였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1021.7 kN·m 

(7%)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PS 강재비가 0.010인 경우 

설계 축방향력은 6787.3 kN (9%)로 감소를 보였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1091.6 kN·m (14%)로 증가를 나타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는 PS 강재비가 0.002인 경우 부

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8018.9 kN, 그리

고 설계 휨모멘트는 1064.5 kN·m로 나타났다. PS 강재비

가 0.006일 때 PS 강재비가 0.002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

향력은 7670.5 kN (4%)로 감소를 보였으며 설계 휨모멘트

는 1198.7 kN·m (13%)로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PS 강재

비가 0.010인 경우 설계 축방향력은 7272.1 kN (9%)로 감

소를 보였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1353.2 kN·m (27%)로 증

가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결과와 무차원화한 P-M 상관도를 나타내는 그

림 10으로부터 PS 강재량이 증가할수록 부재단면이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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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설계법 (b)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그림 10> PS 강재량에 의한 영향

(a) 현행설계법 (b)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그림 11> 유효 긴장응력에 의한 영향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감소하고 설계 휨모멘트는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4.3 유효 긴장응력에 의한 영향

유효 긴장응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

가지 CASE의 경우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하여 P-M 

상관도의 영향을 비교 · 분석하였다(그림 11).

CASE Ⅰ : 651.0 MPa

CASE Ⅱ : 842.3 MPa

CASE Ⅲ : 1023.0 MPa

현행설계법에서 유효 긴장응력이 651.0 MPa ∼ 1023.0 

MPa로 변화할 때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

력은 7%의 작은 감소폭을 보였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변화

가 없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는 유효 긴장응력이 651.0 MPa 

∼1023.0 MPa로 변화할 때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

계 측방향력과 설계 휨모멘트는 각각 7%, 3%의 작은 감소

폭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효 긴장응력은 단면의 저항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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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설계법 (b)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그림 12> Ds/Do에 의한 영향

4.4 Ds/Do에 의한 영향

Ds/Do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CASE의 경우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하여 P-M 상관

도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CASE Ⅰ :  0.85

CASE Ⅱ :  0.80

CASE Ⅲ :  0.75

현행설계법에서 Ds/Do가 0.85 ∼ 0.75로 변화할 때 부재

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변화가 없었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3%의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는 Ds/Do가 0.85∼0.75로 변화

할 때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변화가 

없었으며 설계 휨모멘트는 7%의 작은 감소폭을 나타냈다. 

따라서 Ds/Do는 단면의 저항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무차원화한 P-M 상관도를 나타내는 그림 12로부터 Ds/Do

는 실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인자에 비하여 영향이 크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5 Di/Do에 의한 영향

Di/Do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CASE의 경우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하여 P-M 상관

도의 영향을 비교 · 분석하였다.

CASE Ⅰ :  0.35

CASE Ⅱ :  0.45

CASE Ⅲ :  0.55

CASE Ⅳ :  0.65

CASE Ⅴ :  0.75

현행설계법에서 Di/Do가 0.35인 경우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7933.5 kN, 그리고 설계 휨모멘트

는 1070.7 kN·m로 나타났다. Di/Do가 0.55일 때 Di/Do가 

0.35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향력은 6211.2 kN (22%), 설

계 휨모멘트는 948.1 kN·m (11%)로 감소를 보였다. 그리

고 Di/Do가 0.75인 경우 설계 축방향력은 3677.8 kN 

(54%), 설계 휨모멘트는 692.6 kN·m (35%)로 급격한 감소

를 보였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서는 Di/Do가 0.35인 경우 부재단

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은 8500.2 kN, 그리고 

설계 휨모멘트는 1202.8 kN·m로 나타났다. Di/Do가 0.55일 

때 Di/Do가 0.35인 경우에 비해 설계 축방향력은 6654.8 

kN (22%), 설계 휨모멘트는 1155.9 kN·m (4%)로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Di/Do가 0.75인 경우 설계 축방향력은 

3940.4 kN (54%), 설계 휨모멘트는 883.3 kN·m (27%)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와 무차원화한 P-M 상관도를 나타내는 그

림 13으로부터 Di/Do의 변화에 따라 부재단면이 발휘할 수 

있는 설계 축방향력과 설계 휨모멘트는 변화가 심하게 나타

났으며 Di/Do는 단면의 저항능력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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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설계법 (b)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그림 13> Di/Do에 의한 영향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휨-

압축 실험결과 및 해석결과를 근거로 현행설계법과 하중저

항계수설계법의 P-M 상관도 비교와 매개변수 연구를 통해

서 교각의 성능 및 거동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중공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정적 실험 및 해석 

결과 휨강도의 확보가 용이하고 소성구간 이후의 급격한 

내하력 저하가 없는 우수한 연성 거동을 보여 주었다.

2. 현행설계법은 실험결과 보다 70%, 하중저항계수설계법

은 35% 정도의 안적 측으로 설계되었다. 즉 중공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교각의 P-M 상관도는 실험의 변수 

범위 내에서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 규정이 보다 합리적

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설계법 규정은 보

수적으로 안전측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3. 단면의 저항능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평가

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계 축방향력과 

휨모멘트를 계산하고 비교 ·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

에서는 해석모델을 선정하고 특정 교각에 대해 매개변수

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무차원화을 통

해 다른 교각 또는 다른 모델의 경우에서도 설계 축방향

력 및 휨모멘트의 크기가 다를 뿐 매개변수가 단면의 저

항능력에 미치는 영향(비율)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연구에서는 크리프 변형 등 시간 의존적 거동에 의한 

횡방향 변위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저항력 감소 등 시

간의존효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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