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ISSN 1226-525X / eISSN 2234-1099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19권 3호 (통권 제103호) EESK J Earthquake Eng Vol. 19 No. 3, 121-132
2015년 5월 http://dx.doi.org/10.5000/EESK.2015.19.3.121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 II. 매개변수 연구

New Hollow RC Bridge Pier Sections with Triangular Reinforcement 

Details: II. Parametric Study

김태훈
1)

* ･ 김호영
2)

 ･ 손제국
1)

Kim, Tae-Hoon
1)

* ･ Kim, Ho-Young
2)

 ･ Son, Je-Kuk
1)

1)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기술개발실, 

2)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Samsung C&T Corporation, 

2)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  A B S T R A C 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new hollow reinforced concrete (RC) bridge pier sections with 

triangular reinforcement details and to provide the details and reference data. Among the numerous parameter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shape of the section, the reinforcement details and the spacing of the transverse reinforcement. Additional eight column section 

specimens were tested under quasi-static monotonic loading. In this study, the computer program, named RCAHEST (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 was used. A innovative confining effect model was adopted for new hollow 

bridge pier sections. This study documents the testing of new hollow RC bridge pier sections with triangular reinforcement details and 

pres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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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계논문[1]에서는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

트 교각단면의 적용 확대를 위해 외측 횡철근과 삼각망 보강 횡철근의 간격 

조정과 최소화 등을 통한 물량저감 방안, 현재 0.7 까지의 중공치수비(내경/

외경) 적용을 0.8 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연구 내용을 

다루었다.

물량저감 철근상세는 축방향 외측으로 배근되는 외측 축방향철근과 축

방향 내측으로 외측 축방향철근 사이에 위치하도록 배근되는 내측 축방향

철근, 외측 축방향철근을 둘러 감는 외측 횡철근과 2본 또는 3본의 외측 축

방향철근과 그 사이에 위치한 1본의 내측 축방향철근을 삼각망으로 연결하

는 보강 횡철근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측 횡철근의 생략 

내지 감축을 실현한 중공 교각단면의 새로운 철근 배근상세는 배근작업의 

편의성과 급속시공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2, 3].

중공단면 교각은 구조물의 자중 및 사용재료의 경감, 수화열의 효율적인 

제어 등을 통한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근래에 다양한 교량에 설계․시공

되어지고 있다[4-7]. 또한 중공단면 교각의 경우 동일 단면적을 갖는 중실

단면 교각에 비해 더 큰 단면 이차모멘트를 갖게 되므로 효율적인 단면 활용

이 가능하며 교량 구조물의 대형화에 맞추어 그 사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된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적용 확대를 위해 상세를 변화시킨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 실험체들의 실험적, 해석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구조거동 특

성과 소요성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증된 프로그램[8-13]에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

리트 교각단면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모사할 수 있도록 구속모델 등에 수정

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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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est specimens

Specimen

Concrete Longitudinal reinforcement
Transverse

reinforcement

Design

(MPa)

Actual

(MPa)

Design

(MPa)

Actual

(MPa)
Ratio

Design

(MPa)

Actual

(MPa)

Ratio

(Compared 

to current 

code)

C-RHT-BS

24

29.2

400

488 0.012

400

511

Area

0.0077

(107%)

C-RHT-IT

Area

0.0077

(107%)

C-RHT-BD

Area

0.0039

(54%)

C-RHT-BN

Area

0.0019

(27%)

C-CHT-BS 25.8

536 0.016 482

Volumetric

0.0031

(43%)

C-CHT-IT 31.3

Volumetric

0.0031

(43%)

C-CHT-BD 30.1

Volumetric

0.0016

(22%)

C-CHT-BN 31.3

Volumetric

0.0010

(14%)

Note: C-RHT-IT, C-CHT-IT : Only outer lateral reinforcement

(a) Section view (b) Specimen C-RHT-BS / Specimen C-RHT-IT

(c) Specimen C-RHT-BD (d) Specimen C-RHT-BN

Fig. 1. Rectangular test specimens (Unit: mm)

2.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단면의 성능 실험

2.1 실험내용

교각단면 실험체는 Table 1과 같이 경제성과 시공성 등의 비교․분석을 

위한 사각형단면 실험체와 원형단면 실험체로 구성되며 실험체의 형상 및 

제작과정은 Fig. 1 ∼ 4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군은 사각형단면 실험체[C-RHT-BS, C-RHT-IT, C-RHT-BD, 

C-RHT-BN]와 원형단면 실험체[C-CHT-BS, C-CHT-IT, C-CHT-BD, 

C-CHT-BN]로 구성된다. 이때 BS는 횡철근 중심간 간격이 축방향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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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 view (b) Specimen C-CHT-BS / Specimen C-CHT-IT

(c) Specimen C-CHT-BD (d) Specimen C-CHT-BN

Fig. 2. Circular test specimens (Unit: mm)

(a) Specimen C-RHT-BS (b) Specimen C-RHT-IT

(c) Specimen C-RHT-BD (d) Specimen C-RHT-BN

Fig. 3. Construction sequence for rectangul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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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C-CHT-BS (b) Specimen C-CHT-IT

(c) Specimen C-CHT-BD (d) Specimen C-CHT-BN

Fig. 4. Construction sequence for circular specimens

Fig. 5. Loading Setup

지름의 6배, IT는 외측 횡철근만 배근하고 중심간 간격이 축방향 철근 지름

의 6배, BD는 횡철근 중심간 간격이 축방향 철근 지름의 12배, 그리고 BN

은 외 · 내측 횡철근 없이 삼각망 보강 횡철근만 갖고 간격이 축방향 철근 지

름의 6배인 상세를 갖는다.

실험에서 핵심 설계변수는 기둥 단면의 형상, 철근상세, 횡방향 철근의 

수직간격, 그리고 중공치수비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14], 콘

크리트구조기준[15], 그리고 AASHTO LRFD[16]를 근거로 하였으며 횡

방향철근량은 현행 실무에서 준용하는 대로 외측 횡방향철근만을 고려하

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사각형단면에서 삼각구도의 보강 횡철근의 계산은 

단면을 가로지르는 보강띠철근을 횡방향철근의 총 단면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실험체 설계에서 부재의 제작과정을 통해서 시공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파괴실험은 Fig. 5와 같이 30 MN 용량의 성능시험기를 사용하여 실시

하였으며 실험체의 거동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실험체의 재하속도는 0.01 

mm/sec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변위재하 하였다. 실험체 양 끝단에서 사각

형단면 실험체는 290 mm, 원형단면 실험체는 240 mm 위치까지 확폭구

간을 제작하여 단부에서의 국부파괴를 방지하고 복부파괴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축하중-축변위 관계로부터 축하중-축변형률 관계를 도출

하였다.

실험체에는 축방향철근, 횡철근, 보강 횡철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Fig. 6

과 같이 부착하였으며 성능시험기에 설치된 변위계와 로드셀에 의해 하중 

재하점의 변위와 하중을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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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tangular section (b) Circular section

Fig. 6. Instrumentation of the test specimens (Unit: mm)

(a) Specimen C-RHT-BS (b) Specimen C-RHT-IT

(c) Specimen C-RHT-BD (d) Specimen C-RHT-BN

Fig. 7. Axial load versus axial strain response for rectangul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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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C-CHT-BS (b) Specimen C-CHT-IT

(c) Specimen C-CHT-BD (d) Specimen C-CHT-BN

Fig. 8. Axial load versus axial strain response for circular specimens

2.2 실험결과 및 분석

Fig. 7과 8에 검증 실험체에 대한 축하중-축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으

며 각 실험체의 최종 재하 단계에서의 파괴 양상과 설계축강도를 함께 나타

내었다. 모든 실험체는 피복콘크리트의 박리, 축방향철근의 좌굴 그리고 횡

방향철근의 파단 등에 의해 내하력이 저하되는 파괴 거동을 보였다.

개발된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사각형단면 실험체[C-RHT-BS, C-RHT-IT, 

C-RHT-BD, C-RHT-BN]의 설계축강도는 9264.4 kN이며 실험값은 각

각 21668.7 kN, 21647.5 kN, 21004.1 kN, 19512.4 kN이다(Table 2). 그리

고 원형단면 실험체[C-CHT-BS, C-CHT-IT, C-CHT-BD, C-CHT-BN]의 

설계축강도는 8435.1 kN이며 실험값은 각각 17638.8 kN, 17930.2 kN, 

16303.7 kN, 18223.6 kN이다(Table 3). 이때 현행 설계기준대로 축강도 

산정시 횡구속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사각형단면 실험체[C-RHT-BS, 

C-RHT-IT, C-RHT-BD, C-RHT-BN]의 경우 설계축강도의 220% 수준

까지 내력이 나타나고 있다. 원형단면 실험체[C-CHT-BS, C-CHT-IT, 

C-CHT-BD, C-CHT-BN]의 경우 설계축강도의 200% 수준으로 내력이 

나타나고 있어 횡구속 등 구조거동 특성에 삼각망 보강 횡철근의 영향이 크

다는 것을 확인할 있다.

Fig. 8에는 최종 재하 단계에서의 원형단면 실험체의 중공 내부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험체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일부 실험체의 경우 실험구간과 가력부의 확폭구간이 만나는 지점에

서 파괴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험구간 단면에 중심 축하중이 아닌 편

심 축하중이 부분적으로 재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에서 이의 영향

을 가능한 배제하여 실험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교각부는 연성거동을 확보하여 갑작스런 

취성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극한강도 이후에도 상당

한 수준의 변형까지 내력을 유지하는지 실험체의 극한변형률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때 극한변형률(


max

)은 Eurocode[17]를 근거로 축하중-축

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저항능력이 최대 내력의 15% 저하되었을 때의 변형

률을 극한변형률로 정의하였다.

개발된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사각형단면 실험체[C-RHT-BS, C-RH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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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 results for rectangular specimens

Specimen C-RHT-BS C-RHT-IT C-RHT-BD C-RHT-BN




(kN)
9264.4 9264.4 9264.4 9264.4




(kN)
16543.5 16543.5 16543.5 16543.5




(kN)
5000.0 5000.0 4500.0 7000.0


max

(kN)
21668.7 21647.5 21004.1 19512.4





max

2.34 2.34 2.27 2.11







max

1.31 1.31 1.27 1.18






0.0005 0.0001 0.0005 0.0003




max
0.0288 0.0050 0.0101 0.0050




max
0.0583 0.0293 0.0249 0.0326

Table 3. Experiment results for circular specimens

Specimen C-CHT-BS C-CHT-IT C-CHT-BD C-CHT-BN




(kN)
8435.1 8435.1 8435.1 8435.1




(kN)
15062.6 15062.6 15062.6 15062.6




(kN)
6000.0 4500.0 7000.0 6000.0


max

(kN)
17638.8 17930.2 16303.7 18223.6





max

2.09 2.13 1.93 2.16







max

1.17 1.19 1.08 1.21






0.0020 0.0015 0.0038 0.0033




max
0.0069 0.0094 0.0140 0.0130




max
0.0244 0.0278 0.0229 0.0244

(a) Rectangular specimens (b) Circular specimens

Fig. 9. Normalized axial load versus axial strain response

C-RHT-BD, C-RHT-BN]의 극한변형률은 각각 0.0583, 0.0293, 0.0249, 

0.0326다. 그리고 원형단면 실험체[C-CHT-BS, C-CHT-IT, C-CHT-BD, 

C-CHT-BN]의 극한변형률은 각각 0.0244, 0.0278, 0.0229, 0.0244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실험체는 극한강도 이후에도 

내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Fig. 9).

Fig. 9와 같은 정규화한 축하중-축변형률 포락곡선을 이용하여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새로운 중공 교각단면의 설계변수에 따른 거동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합리적인 설계기준안 마련에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실험체와 기존 철근상세를 갖는 실험체의 국부

적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체 복부구간의 축방향철근, 횡철근, 보

강 횡철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횡철근과 보강 횡철근은 축하중

의 변화에 따라 항복변형률(2,000 microstrains) 내외에서 변형률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등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고 있다(Fig. 10, 11). 

특히 가력하중에 의해 콘크리트가 중공 중심방향으로 변형함에 따라 아치

로써 작용하고 이에 따라 내측 횡철근에 압축변형률이 발생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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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 (b) CTR

Fig. 10. Axial load versus strain curves of transverse reinforcement for rectangular specimens

(a) OT (b) IT

(c) CTR

Fig. 11. Axial load versus strain curves of transverse reinforcement for circul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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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CAHEST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Fig. 11(b) 원형단면 실험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로부터 내측에 배근된 횡철근은 단면의 아치 거동에 의한 압축력의 작

용으로 횡구속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부재의 소성거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하고 이에 따라 삼각망 철근상세에서 내측 횡철근을 생략 내지 감축

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

각단면의 적용확대를 위해 외측 횡철근과 삼각망 보강 횡철근의 간격 조정

과 최소화 등을 통한 물량저감 방안, 현재 0.7 까지의 중공치수비 적용을 0.8 

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기존 철근상세와 동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그 타

당성이 검증되었다.

3.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단면의 성능 해석

3.1 개 요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발된 철근콘크리트 평면응력요소, 철근콘크리

트 쉘요소, 그리고 경계면요소 등[8-13]을 미국 버클리 대학의 Taylor가 개

발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FEAP ver. 7.2[18]에 이식하여 모듈

화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RCAHEST (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 Higher Evaluation System Technology)[19]에 새로운 중공

단면의 구속효과 등 거동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

다(Fig. 12).

철근콘크리트의 비선형 재료모델은 저자 등에 의하여 개발된 재료모델

[8-13]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중공단면의 구속효과는 축방향 철근 및 구

속철근의 양, 구속철근의 항복강도 및 배근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콘크리

트의 단면형상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Mander 등[20]의 제안모델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공치수비에 따라 횡구속 효과를 저감시키

는 계수[21]를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새로운 중공 단면에 맞게 수정하여 

구속효과를 고려하였다. 횡방향철근에 의한 횡구속력은 동일한 횡방향철

근량을 제공하더라도 설치간격, 배치형태, 갈고리 상세 등의 차이에 의해 

유효구속력에 차이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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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유효구속응력, 

는 유효구속계수, 


는 평균구속응력, 



는 중실단면에서 계산되는 유효구속계수 그리고 

는 중공치수비

(

)를 고려한 수정계수이다.

3.2 해석결과 및 분석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소 분할한 예를 Fig. 13에 나

타내었다. 사각형 중공단면 실험체의 경우 Fig. 13(a)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평면응력요소 20개가 사용되었다. 사각형 중실단면 실험체의 경우 Fig. 

13(b)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평면응력요소 16개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

형 중공단면 실험체의 경우는 Fig. 13(c)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쉘요소 80개

가 사용되었다. 철근콘크리트 쉘요소는 kirchhoff의 이론에 의한 판요소와 

회전자유도를 갖는 면요소를 중첩하는 4절점 평면 쉘요소로 각 절점에서 6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감차적분 기법을 사용하여 전단잠금 현상을 해

결하였다[8].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민감도 분석결과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반 탄성해

석과의 수렴성 시험(convergence test) 결과 형상비(aspect ratio) 영향은 

1.0% 미만으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에서 

예상되는 오차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의한 축하중-축변형률 관계의 예를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전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용된 해석 모델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모

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초기강성과 연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해석과 실험의 오차가 겹쳐진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4에 해석

에 의한 최대하중을 실험과 함께 비교 ·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분석결과에서 최대하중에 대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1.05와 0.09로서, 최대하중 등 실험결과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실험체들의 비탄성 거동특성을 비교적 잘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절에서 설명한 극한변형률(


max

)을 통해 부재레벨의 변형성능을 

비교 · 분석 하였으며,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에 의한 축하중-축

변형률 관계의 예를 나타내고 있는 Fig. 14를 통해서도 변형성능을 대체적

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각단면 파괴실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취성적인 파괴모드 아래에서 해석 및 실험의 오차가 겹쳐

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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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ctangular hollow sections

(b) Rectangular solid sections

(c) Circular hollow sections

Fig. 13. Finite element mesh for specimens

(a) Specimen C-RHT-BS

(b) Specimen C-RSC-BS

(c) Specimen C-CHT-IT

Fig. 14. Sample of comparison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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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 and analysis results for specimens

Specimen

Experiment Analysis

(1)/(2)
max

 (kN)

(1)


max

 (kN)

(2)

C-RHC-BS 20475.3 20348.8 1.01

C-RHT-BS 21668.7 20103.7 1.08

C-RHT-IT 21647.5 19613.1 1.10

C-RHT-BD 21004.1 19123.0 1.10

C-RHT-BN 19512.4 18877.8 1.03

C-RSC-BS 21076.1 21966.9 0.96

C-RST-BS 18944.5 20985.9 0.90

C-CHC-BS 14946.0 16319.2 0.92

C-CHT-BS 17638.8 16419.6 1.07

C-CHT-IT 17930.2 15884.7 1.13

C-CHT-BD 16303.7 14784.9 1.10

C-CHT-BN 18223.6 14733.2 1.24

Mean 1.05

COV 0.09

4. 결 론

이 연구의 실험적, 해석적 매개변수 분석으로부터 개발한 삼각망 철근상

세를 갖는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타당성 및 적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실험체는 설계된 값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충분

한 소요성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실험적, 해석적 연구로부터 확인되었다.

2)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대하중에 대한 실험값/해석값의 평균과 변

동계수는 1.05와 0.09로서 전반적으로 실험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모델과 기법은 개발한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 구조의 거동특성을 바르게 표현하

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향후 삼각망 철근상세를 갖는 새로운 중공 철근

콘크리트 교각구조 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설계검토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적용확대를 

위해 외측 횡철근과 삼각망 보강 횡철근의 간격 조정과 최소화 등을 통

한 물량저감 방안, 현재 0.7 까지의 중공치수비 적용을 0.8 까지 확대하

는 방안 등의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였

으며 향상된 경제성과 시공성 등을 확인하였다.

4) 추후 검증된 새로운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다양한 적용연구를 

통해 개발기술의 설계 및 시공기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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