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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횡방향철근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Seismic Performance Assessment of Hollow Circular Reinforced Concrete 
Bridge Columns with Confinement Steel

김태훈1) ･ 강형택2)

Kim, Tae Hoon ･ Kang, Hyeong Taek

국문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횡방향철근에 따른 지진거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인 내진

설계기준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개의 중공원형 교각 실험체에 일정 축하중 하에서 횡방향 반복하중을 가하는 준정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확하고 올바른 성능평가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용된 해석기법은 

조사된 실험체에 대하여 하중단계에 따라 내진성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실험적, 해석적 결과로부터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설계와 시공 실무를 향상하기 위한 내진상세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 지진거동, 준정적 실험, 내진성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ismic behavior of hollow circular reinforced concrete bridge 
columns with confinement steel, and to develop improved seismic design criteria. Three hollow circular columns were tested under 
a constant axial load and a quasi-static, cyclically reversed horizontal load. The accuracy and objectivity of the assessment process 
can be enhanced by using a sophisticate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The numerical method used gives a realistic 
prediction of the seismic performance throughout the loading cycles for the several test specimens investigated. Based on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design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improve current practic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llow circular reinforced concrete bridge columns.

Key words Hollow circular, Reinforced concrete bridge columns, Seismic behavior, Quasi-static, Seismic performance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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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러한 중

공단면 교각은 근래에 구조물의 자중, 사용재료의 경감 및 

수화열 억제를 위하여 경제적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속도

로 교량 및 기타 교량에서 널리 설계 ․ 시공되어지고 있다.(3-5)

우리나라와 같은 중 ․ 약진 지역의 경우에는 완전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진지역의 내진설계개념보다는 한정연성

(Limited Ductility) 내진설계와 같이 연성도를 직접 고려한 

내진설계법이 보다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내진설계 방법으

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도로교설계기준
(6)
의 연성도를 고려

한 내진설계의 기본 개념은 응답수정계수 R을 적용하는 소

성거동 영역을 한정연성 구간과 완전연성구간으로 구분하고, 

한정연성 구간에서는 교각의 소요연성도(Ductility Demand)

에 따라 횡방향철근량을 배근함으로써 합리적인 설계를 유

도하며 과도한 횡방향철근의 배근으로 인한 시공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성도 내진설계의 심부구속 횡

방향철근량 산정식은 중실단면에 관한 연구결과로부터 제

안된 것으로 중공단면에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7-10)

중공단면 교각의 심부구속 철근에 대해서는 도로교설계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실단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부콘크리트 면적이 작은 중공단면의 횡방향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16권 제1호 (통권 제83호) 2012. 214

<그림 1> 실험체 HC-O-100의 전경 (단위: mm)

철근량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안전

측인 설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성 

및 합리성을 고려한 경우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고 볼 수 없다.(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공원형 철근콘크

리트 교각의 철근상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러한 구

조적 특성을 지닌 교각구조를 대상으로 준정적(Quasi-static) 

실험과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비탄성 거동특성 

및 파괴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설

계시 실무에서 당면하고 있는 심부구속을 위한 횡방향철근

량 산정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기반 내진설계개념

에 접목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합리적이고 경

제성 있는 차세대 내진설계법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

는데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은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의 항

복,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작용 및 균열 면에서의 전단전

달효과 등과 같은 재료적인 특성에 크게 지배되기 때문에, 

이를 해석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료적인 특성

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모델의 구축

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축 응력 상태에 

대한 직교 이방성 재료모델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한 철근콘

크리트 요소의 거동특성을 표현하고, 이를 유한요소법을 사

용하여 확장한 기존의 검증된 프로그램
(12)

에 중공원형 철근

콘크리트 교각의 거동특성을 모사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

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자유도계 구조물의 적용에 한계를 

보일 수 있는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CSM)의 단점을 보완한 손상지수를 이용한 내진성능평가 

기법
(13)

을 확장하여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성

능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손상지수를 이용한 내진

성능평가 기법은 기존의 연구
(13)

를 통하여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성능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음이 검증된 바 있다.

2. 구조거동 실험

2.1 실험체 제작 및 실험방법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탄성 거동 및 연성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을 근거로 그림 1～
그림 3과 같은 총 3개의 중공 교각 실험체를 설계하고 제작

하였다. 설계된 중공원형 교각 실험체의 제원은 표 1에 나타

내었다. 이때 원형후프띠철근은 용접이음으로 연결하여 나

선철근과 동등한 심부구속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변수는 표 1과 같이 소성힌지부 외측 및 내부 구속철

근의 여부와 간격, 그리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HC-O-100 실험체는 설계기준 요구량을 

기준으로 100%의 횡방향철근비를 외측 구속철근에 배근하고 

내측에는 조립철근만을 배근하였으며 HC-IO-90-L, HC-IO-90-H 

실험체는 100%의 횡방향철근비를 내외측 철근에 각각 50%

씩 배근하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을 달리하였다. 이때 

모델의 단면은 외경이 800mm, 내경이 400mm인 중공원형

이고 교각의 재하점까지의 높이는 2,800mm이며 부재의 제

작과정을 통해서 시공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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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체 HC-IO-90-L의 전경 (단위: mm) <그림 3> 실험체 HC-IO-90-H의 전경 (단위: mm)

<표 1> 실험체의 특성

Specimen

Cylinder 
concrete 
strength 
(MPa) 

Longitudinal reinforcement
(D16)

Transverse reinforcement
(D13, D10)

Cross-tie
(D10)

Axial
force

f yl

(MPa)
ρ
l

(%)
f yt

(MPa)
Space
(mm)

f yt

(MPa)
Space
(mm) P/f ckA g

HC-O-100

22.4 441.9 1.05
376.6

392.3

외측 D13 @100,
내측 D10 @200

392.3

5개@
200

0.1HC-IO-90-L 내외측 D10 @90 5개@
270

HC-IO-90-H 내외측 D10 @90 10개@
90

Note: HC-◯-◯-◯에서 첫째항은 외측 및 내측 구속철근의 여부, 둘째항은 심부구속 철근간격, 그리고 셋째항은 보강 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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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test setup

(b)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그림 4> 실험체의 전경

<그림 5> 실험체의 가력이력

<그림 6> 철근의 변형률 게이지의 예 (단위: mm)

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탄성 거동 및 연성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준정적(Quasi-Static) 실험을 수행하였

다. 수평력은 그림 4와 같이 최대변위 ±250mm인 2,000kN 

유압가력기(Actuator)를 이용하여 재하하였으며 축력은 교

각단면 축강도의 10.0%를 일정하중 유지장치로 변화가 없

도록 재하하였다. 변위진폭은 drift ratio ±0.25%로 시작하

여 ±0.5%, ±1.0%, ±1.5%, ±2.0%, ±2.5%, ±3.0%, ±4.0%, 

±5.0%, ±6.0%, ±7.0%로 증가시켰으며, 각 단계별로 2회씩 

반복 재하하여 동일 변위 진폭에 대한 교각의 거동특성 차이

를 살펴보았다. 이때 사용된 가력 이력곡선은 그림 5와 같다.

실험수행 중 실험체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계측장비로 

하중값은 가력기(Actuator)에 내장되어 있는 Load cell을 이

용하였고, 횡방향 변위는 LVDT(Line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이용하였다. LVDT는 횡방향 재하지점에 1

개를 설치하였으며, 기초부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1개

를 설치하였다. 소성힌지구간에서 철근의 변형률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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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체 HC-O-100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8> 실험체 HC-IO-90-L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9> 실험체 HC-IO-90-H의 하중-변위 곡선

기 위하여 축방향 철근에 10개, 심부구속 철근에 5개의 변

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이때 변형률 게이지는 축방향 

철근의 경우 인장력과 압축력을 받는 2개의 철근에 일정한 

간격으로 내진상세가 된 구간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구간의 심부구속 철근에는 부착위치가 서로 마주 볼 수 있

도록 변형률 게이지를 각각 2개씩 부착하였다(그림 6).

2.2 실험결과 및 분석

그림 7～그림 9에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이력곡선을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체의 최종 재하 단계에서의 파괴 양

상을 함께 나타내었다. 하중-변위 이력곡선은 횡방향 하중 

및 가력지점의 변위에 의해 표시되는데 실험체의 강도, 연

성, 그리고 에너지 소산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분석 자료

이다.

하중-변위 이력곡선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모든 실험체에

서 항복변위까지는 강도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

험체 항복이후 반복하중의 영향으로 부재의 강성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최대하중 이후 축방향철근의 파단

으로 인한 시험체의 파괴 이전까지 급격한 강도저하는 나타

나지 않고 비교적 안전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설계기준 요구량을 기준으로 100%의 횡방향철근비를 외

측 구속철근에 배근하고 내측에는 조립철근만을 배근하는 

HC-O-100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304.8 kN, 306.7kN이다. 

100%의 횡방향철근비를 내외측 철근에 각각 50%씩 배근하

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이 5개와 270mm인 HC-IO-90-L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288.3kN, 297.7kN이다. 그리고 100%

의 횡방향철근비를 내외측 철근에 각각 50%씩 배근하고 보강

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이 10개와 90mm인 HC-IO-90-H 실험

체의 최대하중은 -297.5 kN, 276.2 kN이다. 즉 실험변수인 

외측 및 내부 구속철근의 여부와 간격, 그리고 보강띠철근

의 개수 및 간격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에서 교각시스템의 항복변위와 극한변위는 철근콘크

리트 교각의 변위연성도 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결정하는 간접적인 방법
(14)

으로 구

하였다(그림 10). 즉,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시스템의 수평 

저항능력이 최대 내력에 비하여 15% 저하되었을 때의 변위

를 극한변위로 정의하였으며, 항복변위는 하중-변위곡선의 

원점과 최대 내력의 75%에 달하였을 때의 변위점을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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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Displacement

ultP

ultP 85%

ultP 75%
areas are equal

Monotonic Curve

yieldδ ultimateδ

<그림 10> 교각시스템의 항복변위와 극한변위

<그림 11> 실험체들의 누적 소산에너지 곡선

(a) HC-O-100

(b) HC-IO-90-L

(C) HC-IO-90-H

<그림 12> 심부구속 철근의 변형률

직선이 최대 내력점에 도달하였을 때의 수평변위로 정의하

였다.

HC-O-100, HC-IO-90-L, HC-IO-90-H 실험체들의 변위

연성도는 각각 7.6, 7.8, 7.8로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단주교각의 응답수정계수에 해당하는 요구연성도 5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실험변수인 외측 및 

내부 구속철근의 여부와 간격, 그리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과 상관없이 요구연성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이는 현

행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중실단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부

콘크리트 면적이 작은 중공단면의 횡방향철근량이 과도하

게 산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에 실험체들의 누적 소산에너지를 실험 변수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소산에너지는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내부면적으로 정의되며 누적 소산에너지는 내부면적의 합

으로 산정된다. 교각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부재가 파괴 될 때까지 흡수 또는 소산할 수 있는 능력은 내진성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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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or 3D
Spring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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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Element

Joint
Element FEAP 4 nodes RC

Shell Element

Reinforcing or
Prestressing Bar

Element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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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Plane Stress

Element

2D
Elasto-plastic
Plane Stress

Element

<그림 1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RCAHEST

<그림 14> 등가환산단면 (단위: mm)

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외측 구속철근의 간격이 100mm인 HC-O-100 실험체의 

누적 소산에너지는 506,000kN·mm이다. 내외측 구속철근의 간

격이 90mm이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이 5개와 270mm인 

HC-IO-90-L 실험체의 누적 소산에너지는 450,000kN·mm이다. 

그리고 내외측 구속철근의 간격이 90 mm이고 보강띠철근

의 개수 및 간격이 10개와 90mm인 HC-IO-90-H 실험체의 

누적 소산에너지는 522,000kN·mm으로서 전반적으로 유사

한 거동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공원형 교각 실험체의 국부적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소성힌지구간에서 축방향 철근에 10

개, 심부구속 철근에 5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수

평하중이 작용할 경우 횡방향철근은 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변형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험체 모두 

항복변형률(2,000microstrains) 이내에서 실험변수와 전반

적으로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그림 1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실험체의 파괴형상은 먼저 수평 휨균열이 발생

하고 다음으로 수평균열 주위로 미세한 수직균열이 발생하

였다. 상부 변위가 더욱 커지면서 최초에 발생한 수평균열

이 사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부터 수직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이 반복되면서 소성힌지부에서 콘크

리트 피복의 탈락이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변형능력을 보이다가 노출된 철근의 좌

굴과 인장이 반복되면서 축방향철근이 파단에 이르렀다. 이

때 교각 실험체의 파괴시 중립축의 위치는 모두 중공 단면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거동 해석

3.1 유한요소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저자 등에 의하여 그 동안 개발된 철근콘

크리트 평면응력요소, 그리고 경계면요소 등
(13),(15-18)

을 미국 

버클리 대학의 Taylor가 개발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FEAP ver. 7.2(19)
에 이식하여 모듈화된 비선형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 RCAHEST(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에 중공원형 단면

의 구속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3). 이때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재료모델은 저자 등

에 의하여 이미 발표된 재료모델
(13),(15-18)

을 그대로 적용하기

로 하며 중공원형 단면의 구속효과는 콘크리트의 단면형상

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고, 축방향 철근 및 구속철근의 양, 

구속철근의 항복강도 및 배근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Mander 등(20)
의 제안모델을 채택하여 고려하였다.

실험체들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 중공원형 철근콘크리

트 교각을 등가환산단면을 이용하여 그림 14와 같이 2차원 

평면요소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등가환산단면은 중

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실제거동과 유사하도록 철근

과 콘크리트의 단면적, 하중재하 방향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같게 하여 유도하였다.

실험체들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 중공원형 철근콘크리

트 교각을 그림 15와 같이 요소 분할하였다. 3점 가우스 적

분을 적용한 8절점 등매개요소를 56개를 이용하였고 하중

이 재하되는 부위에는 실험에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탄성요소를 2개 사용하였다. 

또한, 기초와 교각의 접합부에는 정착슬립 등의 불연속변위

를 고려하기 위하여 6절점 경계면 요소를 5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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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node RC Element 56
6-node Interface Element 5
8-node Elastic Element 2

<그림 15> 유한요소모델의 예

<그림 16> 실험체 HC-O-100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그림 17> 실험체 HC-IO-90-L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그림 18> 실험체 HC-IO-90-H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이산균열개념에 근거한 경계면 요소는 기본적으로 요소

의 평행 및 직각방향으로만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면 요소의 변형은 인접한 두 

부재간의 상대변위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요소의 응력-변

형률 관계는 압축응력-압축변위 및 전단응력-전단미끄러짐

의 관계로 정의된다. 이때 경계면 요소의 총 전단변위는 접

합면에서의 미끄러짐과 국소적인 응력집중의 영향으로 인

한 변위의 합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유한요소망

은 일반 탄성해석과의 수렴성 시험(Convergence Test) 결

과 형상비(Aspect Ratio)에 의한 영향은 1.0% 미만이었으

며 이는 콘크리트구조의 비선형해석에서 예상되는 오차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3.2 해석결과 및 분석

그림 16～그림 18은 이 연구의 해석모델을 적용한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실험에 의한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제

안된 해석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와 재하, 제하, 그리고 재재

하시의 거동면에서 잘 일치하고 있으며 실험체에 반복 주기

하중이 진행되는 동안 소성힌지 영역에서 비탄성 변형이 증

대됨에 따라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균열과 파쇄, 그리고 이

로 인한 손상이나 파괴와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파괴시 교

각 하단부의 각 가우스 적분점에서의 변형률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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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및 해석 결과의 비교

Specimen

Experiment Analysis

(1)/(3) (2)/(4)max
kN
(1)



(2)

max
kN
(3)

μ
(4)

HC-O-100
-304.8

7.6
-310.2

7.8
0.98

0.97
306.7 320.9 0.96

HC-IO-90-L
-288.3

7.8
-309.6

7.7
0.93

1.01
297.7 317.6 0.94

HC-IO-90-H
-297.5

7.8
-314.2

7.7
0.95

1.01
276.2 318.3 0.87

Mean
0.95

1.00
0.92

COV
0.03

0.02
0.05

실험에서와 같이 중립축의 위치는 모두 중공 단면내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때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변위에 의해 제어하

여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해석에 의한 최대하중과 변위연

성도를 실험과 함께 비교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최대하중에 대한 실험값/해석값

의 평균과 변동계수가 각각 0.95, 0.92와 0.03, 0.05로서, 최

대하중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실험결과를 비교적 정확하

게 평가하고 있으며 변동계수가 0.03, 0.05에 불과하여 중

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탄성 거동특성을 전반적으

로 잘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변위연성도

에 대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각각 1.00와 

0.02로서, 변위연성도의 평균값은 실험결과를 전반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으며 중공 교각 실험체들의 내진성능을 포함

한 거동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횡방향철근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4.1 개요

최근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Limit 

State Design) 이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

으로 성능기반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이론으로 

전환하여 한층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요구되는 성

능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

이 필요시 되고 있다.

성능기반 내진설계는 구조물이 예측 가능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규정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해석과 설계절차를 포괄하고 있는 차세대 개념의 내진설

계 방법이다. 즉 예상되는 지진하중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피해정도 혹은 에너지 흡수정

도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설계법이다.(21)

이러한 성능기반 내진설계 체제는 손상상태의 정량화가 

필수적이며 그림 19와 같이 확장된 지진손상 평가법
(13)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손상지수는 유한요소해석에서 필연적

으로 계산되는 가우스 적분점에서의 변형률을 이용하여 해

석단계별로 직접 산정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와 철근의 극한

변형률에 근거한 파괴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때 각 손

상상태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한계상태에 의해 결정되고 

각각은 성능수준을 규정할 수 있다(표 3). 완전기능 수준은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수가 요구되지 않으며 기능수

행 수준은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붕괴방지 수준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부분 또는 

전체적인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기존의 손상지수를 이용한 내진

성능평가 기법
(13)

을 이용하여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

의 횡방향철근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4.2 내진성능평가

표 4～표 6은 하중재하에 따른 손상지수의 변화를 실험

결과 및 성능수준과 함께 비교하여 교각실험체의 내진성능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내진성능평가 예로서 외측 구속철근

의 간격이 100mm인 HC-O-100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재하 

단계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Drift 0.25%에서 교각 전

면에 미세한 수평 휨균열이 생기며(표 4), 0.5%에서는 기초

부의 휨 균열이 진전하였다. 1.0%에서 재하방향과 평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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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성능수준과 손상상태를 평가하는 지진손상 평가법

<표 3> 성능수준 상세와 지진손상 평가

Performance level Service Repair
Damage

State Index

Fully operational Full service Limited epoxy injection Hairline cracks 0.1

Delayed operational Limited service Epoxy injection
Concrete patching

Open cracks
Concrete spalling 0.4

Stability Not useable Replacement of
damage section

Bar buckling/Fracture
Core crushing 0.75

<표 4> 실험체 HC-O-100의 내진성능평가

Drift Experiment Analysis

0.25% First 
cracking

0.05

Fully 
operational

1.00% Open 
cracks

0.19

Delayed 
operational

4.00% Buckling

0.70

Stability

6.00% Fracture

1.00

-

면에 경사 균열이 발생하였으며(표 4), 1.5%에서는 경사균

열이 진전하였다. 2.0%에서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2.5%

에서는 기초부로부터 콘크리트 피복이 박리하기 시작하였

다. 3.0%에서 기초부로부터 약 200mm 높이에 걸쳐 콘크리

트 피복이 박리되었으며, 4.0%에서는 축방향 철근의 좌굴

이 발생하였다(표 4). 5.0%에서 축방향 철근의 좌굴이 진전

되었으며, 6.0%에서는 축방향 철근이 파단이 일어나 실험

을 종료하였다(표 4). 이에 대하여 해석결과의 재하 단계별 

손상지수 값은 Drift 0.25%에서 0.05, 0.5%에서 0.09, 

1.0%에서 0.19, 1.5%에서 0.24, 2.0%에서 0.29, 2.5%에서 

0.39, 3.0%에서 0.46, 4.0%에서 0.70, 5.0%에서 1.00, 그리고 

6.0%에서 1.00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해석결과에 나타난 손

상지수의 값을 성능평가 기법으로 표현하면, Drift 0.25%에

서는 완전기능 수준으로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보수가 

요구되지 않는 상태이다. Drift 1.0%와 2.5%에서는 기능수

행 수준으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

다. Drift 4.0%에서는 붕괴방지 수준으로 심각한 손상이 발

생하여 부분 또는 전체적인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중재하에 따른 요소레벨의 손상지수의 변화를 나타내

는 그림 20은 이 실험의 변수로 사용한 횡방향철근량에 따

른 실험체의 거동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실험결과를 해석결

과가 잘 모사하고 있다. 해석결과의 재하 단계별 손상지수 

값을 확인해보면 Drift 1.0%에서 HC-O-100 실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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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체 HC-IO-90-L의 내진성능평가

Drift Experiment Analysis

0.25% First 
cracking

0.05

Fully 
operational

1.00% Open 
cracks

0.21

Delayed 
operational

4.00% Buckling

0.66

Stability

7.00% Fracture

1.00

-

<표 6> 실험체 HC-IO-90-H의 내진성능평가

Drift Experiment Analysis

0.25% First 
cracking

0.05

Fully 
operational

1.00% Open cracks

0.20

Delayed 
operational

4.00% Buckling

0.62

Stability

7.00% Fracture

1.00

-

<그림 20> 횡방향철근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0.19, HC-IO-90-L 실험체는 0.21, HC-IO-90-H 실험체는 

0.20이다. Drift 2.0%에서 HC-O-100 실험체는 0.29, 

HC-IO-90-L 실험체는 0.31, HC-IO-90-H 실험체는 0.30이

다. 그리고 drift 4.0%에서 HC-O-100 실험체는 0.70, 

HC-IO-90-L 실험체는 0.66, HC-IO-90-H 실험체는 0.62이

다. 즉 내외측 구속철근의 간격이 90 mm이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이 5개와 270mm인 HC-IO-90-L 실험체 및 내

외측 구속철근의 간격이 90mm이고 보강띠철근의 개수 및 

간격이 10개와 90mm인 HC-IO-90-H 실험체가 외측 구속

철근의 간격이 100mm인 HC-O-100 실험체보다 동일한 하

중단계에서 손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하중에 의한 중

공원형 교각의 비탄성 이력거동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으며, 

개발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RCAHEST)을 이용함으로써, 해석적 방법에 의한 신

설 또는 기존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성능평가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설계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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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실무에서 당면하고 있는 심부구속을 위한 횡방향철근량 

산정 및 상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내진설계

법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서 준정적 

실험과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

었다.

1.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대하중

에 대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0.95, 0.92

와 0.03, 0.05이고 변위연성도에 대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1.00와 0.02로서, 전반적으로 실험결

과를 잘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공단면 교

각의 거동특성을 결정하는 파괴시 중립축의 위치는 실험

과 해석결과 모두 단면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 잘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한 해석기법과 모델

은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구조의 전반적인 거동특

성을 바르게 표현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향후 중공원

형 교각구조의 정밀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연구에서는 횡방향 구속철근 및 보강띠철근의 횡구속 

효과와 중공단면 교각의 거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외

측 및 내측 구속철근의 여부와 간격, 그리고 보강띠철근

의 개수 및 간격을 변수로 선정하여 실험적, 해석적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

의 설계와 시공 실무를 향상하기 위한 내진상세를 제시

하였다.

3.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설계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기반 내진설계개념

에 접목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차세대 내진설계법의 개발 등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연구에서는 하중 재하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수

치적으로 표현하며 전체 구조물의 성능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손상지수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중

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횡방향철근에 따른 내진성

능을 평가하였다. 이때 설계 지진에서는 이축방향으로 지

진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축방향으로 

가력하는 경우보다도 내진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다소 안전측으로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공비 50%인 

중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준정적 실험을 통해 변형

성능 및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중공단면의 내진설

계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공비를 갖는 교각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공단면 교각의 거동특성을 심

도 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공단면 교각의 경우 

단면형상, 축력비, 축방향철근비 등 제원특성에 따라 다

양한 거동을 나타내게 되므로, 향후 매개변수 연구를 통

하여 거동특성을 심도 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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