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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paper, a design concept of post-tensioned precast bridge piers was proposed to improve seismic behavior of the bridge pier. Mild 

reinforcing bars are placed continuously along the height of the column. Prestressing tendons are also provided to obtain re-centering 

capability for seismic events. Arrangement of the axial steels to prevent buckling of rebars at plastic hinge region was suggested and 

enhanced seismic performance was verified by experiments. Moment-curvature analyse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effective prestress on seismic behavior after verifying the calculation method by cyclic tests of the precast columns. A real bridge pier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eismic performance according to different level of effective prestress. Level of effective prestress showed 

obvious effect on crushing displacement but negligible effect on lateral displacement at fracture of tendons and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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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국내외 건설 환경은 교량 구조물의 사전 제작 및 시공을 위한 기

술적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상부구조의 경우에는 바닥판, 거더 등 많은 

구성 부재가 사전 제작 후 운반 가설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량의 건설에서 교량 하부에 위치한 차로 점유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량 공사기간에 60~70%를 차지하는 하부구조에 대한 프

리캐스트화를 통한 실용화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사전 제작을 통한 교량의 급속시공은 구성부재의 표준화를 동반하고 이

는 설계와 시공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텍사스 DOT와 

FHWA가 지원한 단 ･중경간 교량의 하부구조를 위해 세그먼트로 분할된 

하부구조 시스템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이 연구에서는 

하부구조를 3개의 기본 세그먼트 형태로 구성하고 매치캐스트에 의해 조립

되는 기둥 세그먼트, 역T형 피어캡 세그먼트, 이 두 부재 사이에 존재하는 

템플릿 세그먼트가 있다. 지진에 의한 횡하중 작용시 교각의 복원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비부착 긴장재를 활용한 포스트텐션 교각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3, 4]. 

국내에서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교각에 대한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 여

러 형식의 조립식 교각이 개발되고 있다. 강연선에 의한 포스트텐션 방식의 

조립식 교각이 제안되고 가설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단저항 연결재를 갖

는 교각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5]. 또한,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형 슬리

브를 이용하여 축방향 철근의 연속화를 도모한 중공 프리캐스트 교각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6]. 이 연구에서는 PC 긴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슬리

브 이음으로만 연속화한 철근을 갖는 교각 부재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수

행하였고 소성힌지 구간의 슬리브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중공 단면에 사전에 설치된 쉬스관을 통해 주철근을 교각 

세그먼트 적층 후에 삽입하고 그라우팅을 통해 정착하는 형태의 교각에 대

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7]. 이 실험에서는 축방향 철근의 파단은 나타났지

만 좌굴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수한 변위성능을 나타내었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조립식 교각에서 강연선 대신에 강봉을 사용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8]. 강봉을 통한 축방향 강재는 부착성능을 위해서 

이형 강봉을 사용하고 세그먼트별로 커플링을 통한 연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횡철근 설계는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교각에 

적용하는 기준을 사용해도 충분한 변위연성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축방향 강재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산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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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details of the specimen (b) Dimensions of the specimen 

Fig. 1. Test specimen

타났다. 강재비를 2% 이내로 제한하고 CFT (concrete filled tube) 단면을 

포함하는 SRC (steel reinforced concrete) 교각을 사전제작하는 형태의 

조립식 교각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었다 [9]. 매입 CFT 단면과 프

리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변위연성도를 나타내었고 높은 에

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내었다.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포스트텐션 조립식 교각의 설계 변수 중에 유

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내진 성

능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량의 상부 자중에 

의한 압축력과 도입되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콘크리트 교각 압축강도의 

20% 수준을 넘는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조기 압축파괴를 막는데 유효

하다는 개념은 일반적이다. 필요한 압축력의 수준은 사용한계상태에서의 

풍하중에 의한 이음부에서의 인장응력을 제어하기 위해 결정된다. 이후 긴

장재의 양을 결정할 때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콘크리

트 구조기준에서는 긴장할 때는 긴장재 인장강도의 80% 혹은 항복강도의 

94%, 도입 직후에는 인장강도의 74%와 항복강도의 82% 중 작은 값 이하

로 규정하고 있다 [10]. 도로교설계기준에서는 긴장 작업시에는 항복응력

의 80%, 정착 직후에는 75%, 유효 프리스트레스와 지속하중조합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강재의 응력은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이러한 규정들은 내진 거동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프리스트레

스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착강선을 이용한 포스트텐션 교각의 내진 거동에 미치

는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변형률 적합조건에 기반한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서 실제 조립식 

교각에서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가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2. 실험적 연구

2.1 실험 부재 

포스트텐션 조립식 교각의 프리스트레스 크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2개의 직경 800 mm를 갖는 실험부재를 설계하였다.  PT1-TD 부재는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긴장재 항복강도의 74.5%, PT2-TD 부재는 

항복강도의 47.2%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실험부재들은 철근 커플러를 

사용하여 철근 연속화를 갖도록 32 mm 철근을 6가닥 배치하였다. 프리캐

스트 세그먼트를 제작할 때 횡철근 형상 유지를 위해서 축방향으로 16 mm 

불연속 철근이 배근되었다. 불연속되지만 이 철근들이 소성힌지구간의 구

속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전 실험에서 나타났다 [12]. 

이 실험체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비부착 강연선에 의한 프리캐스트 교

각 연구에서 변형의 복원 능력과 이음부 위치의 강연선에 작용할 수 있는 응

력집중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비부착이 효과를 보인 사항을 참고하였다 [4]. 

기초 세그먼트와 첫 번째 세그먼트가 만나는 이음부 하부로 200 mm 길이

로 강연선을 비부착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이음부 벌어짐이 발생하기 시작

하는 시기에 그 위치의 강연선에 국부적인 응력 집중을 통해 조기 파단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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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d upper and  lower surface of forms

 

Fig. 2. Fabrication of precast columns Fig. 3. Test setup

기둥부재는 조립이 되었을 때 가력부까지의 높이는 2.75 m이다. Fig. 1

에 실험체 도면을 표시하였는데 연속 철근은 이음부 위치에서 철근 커플러

를 통해서 연속화되도록 하였고 디비닥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은 나사가공

을 해서 이에 맞도록 하였다. 연속화 철근의 첫 번째 부분은 기초 제작 시에 

기초에 매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커플러가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2.2 부재 제작 및 재료 성질

이 실험에 사용된 강연선은 직경 15.2 mm로 인장강도 1860 MPa를 갖

는 긴장재이다. 3개의 긴장재가 하나의 정착구에 정착되도록 하고 6개의 정

착구가 교각 두부에 대칭으로 배치되도록 하였다. 세그먼트를 조립하고 프

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와 횡하중을 가력할 때 세그먼트가 만나는 접합면

의 형상이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서 압축 도입시에 축방향 균열이 일부 발생

하거나 횡하중 도입시에 기초와 만나는 부분이 일찍 압괴가 발생하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 [8].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프리캐스트 부재 제작에 사용하는 매치캐스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부재의 3차원 모델로부터 강재 거푸집의 상면과 하면을 형성하는 덮개

판을 정확하게 도출하여 기계가공을 통해 거푸집을 제작하였다. 또한 세그

먼트 모서리 부분이 일찍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모따

기 처리하여 가설시에 정위치를 잡기도 수월하고 하중 재하시에 응력 집중

도 완화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은 2개의 유압잭을 활용하여 대칭으로 실시하였고 

도입 긴장력은 강선의 신장량과 유압잭의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최

종 도입 긴장력이 목표값을 갖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긴장력을 증가시키면

서 맞추는 과정을 거쳤다. 긴장재의 항복강도는 1640 MPa 이다. 

프리캐스트 세그먼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표준시험조건에서 28일 평균

강도는 38.5 MPa로 평가되었고 실험 수행시 측정된 평균강도는 41.5 MPa

로 평가되었다. 하나의 교각 세그먼트는 한번에 타설하여 동일한 콘크리트 

재료라고 볼 수 있고 두 개의 교각 부재는 표준시험조건에서는 3 MPa, 실험

시 강도는 5 MPa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실험결과 분석에서는 41.5 MPa 

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2 mm 직경의 철근은 별도의 재료 시험을 수행하였다. 3개의 시편으로 

수행한 재료 시험에서 평균 항복강도는 471 MPa, 평균 인장강도는 592 

MPa로 나타났다. 각 재료 시험에서의 차이는 10 MPa 내외로 균일성을 보

였다. 

세그먼트를 접합하기 전에 면에 도포하는 에폭시는 고점도를 갖는 것으

로 선택하였고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경화시간이 14시간인 제품을 사용하

였다. 접합면의 정밀도가 매우 높아서 도포하는 에폭시의 점도가 높은 것

으로 사용하여 덕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성을 개선할 수 있

었다. 

2.3 하중재하 및 실험 셋업

교각부재의 실험은 Fig. 3과 같이 일정 축하중을 재하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1000 kN의 압축력을 도입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가력기를 통

해서 변위제어로 반복하중을 재하하였다. 가력기에 의한 압축력과 프리스

트레스에 의한 압축력의 합은 기둥 축강도의 23%와 16% 수준이다. 기초

부재는 반력상에 고정하였고 기초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도 

기초 양쪽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횡하중 가력은 drift 

level 0.25%부터 8%까지 변위제어로 재하하였고 각 단계별로 거동을 관

찰하였다.

실험에서 계측한 항목은 기둥 상단 재하 위치에서의 수평 변위, 교각 첫 

번째 세그먼트의 들림을 관찰하기 위한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변형률 센서

는 교각 하단에서 75 mm, 200 mm 떨어진 위치에서의 횡철근에 부착하였

고 축방향 철근도 동일 높이에서 각 위치별로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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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steresis curves

 

Fig. 5. Failure mode of preca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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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모멘트-곡률 해석 

Fig. 4에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도입 프리스트레스의 크기가 다

른 PT1-TD와 PT2-TD 부재의 관찰된 균열하중은 198.2 kN과 152.5 kN

으로 나타났다. 기초 세그먼트와 첫 번째 교각 세그먼트 사이의 이음부에서 

발생한 균열인데 콘크리트 도입 압축응력에 비해서 작은 수준의 균열하중 

차이를 보였다. 소성힌지 구간의 덮개 콘크리트의 탈락이 관찰된 시기는 

PT1-TD는 drift level 1.5%, PT2-TD 부재는 2.0%이다. 각 drift level의 

최대 하중의 차이는 10 kN 수준으로 크지 않다. 일반적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보 부재와 다른 차이점은 프리스트레스 강재를 대칭으로 인장과 

압축영역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교각 실험부재는 Fig. 5와 같이 휨 파괴 양상을 나타내었고 최대하중은 

PT1-TD 부재에서는 558.28 kN/574.76 kN, PT2-TD 부재는 542 

kN/573 kN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교각의 내진실험에서는 덮개 콘크

리트 탈락 후에 주철근의 좌굴과 파단이 관찰되면서 하중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프리캐스트 교각에서 축방향 강재의 배치는 

양쪽 끝에 강연선이 위치하고 그 안쪽에 연속화되는 일반 철근이 배근되도

록 하였다. 또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불연속되지만 축

방향 철근이 배치된다. 이러한 상세의 차이로 인해서 이 실험에서는 주철근

의 좌굴이나 파단이 drift level 8%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변위 

연성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극한변위가 정의되도록 하중감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PT2-TD부재는 변위연성도 6.9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약진 지역의 지진하중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

수 가능한 수준의 내진 거동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속화 철근을 사용하고 긴장재를 최외

단에 배치하여 좌굴과 파단을 지연시키는 구조가 연속강재가 없는 구조에 

비해서 시공중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이음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하

중상태에서의 균열 제어에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긴장재의 수를 줄여서 교

각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조립식 교각의 설계에서는 설계횡하중에 의해  첫 번째 이음부에 발생하

는 응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유효 압축력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축방향 강재의 면적이 정해지면 P-M 상관도로 강도를 검토하

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리캐스트 교각의 변위 연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어 현재 현장타설 콘크리트 교각에 대해서 소성 설계시 적

용하는 응답수정계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진 거동에서 횡하중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은 덮개 콘크리트 탈

락과 같은 복구 가능한 수준이 있을 수 있고 긴장재 파단과 같이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설계자가 이러한 좀 더 상세한 거동을 평가

하기 위해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변

형률 적합조건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수행한 실험부재의 결과를 변형률 적합조건을 이용하여 모멘

트-곡률 해석과 비교 검증하였다. 

해석의 가정은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지만 콘크리트의 재료 곡선을 심

부 영역은 구속을 받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을 사용하고 덮개 콘크리트는 일



포스트텐션 조립식 교각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크기 결정

139

c

cc1c2 cu1cu2

fcd

fcm

0.4fcm

Ecm

For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For Design of Cross Section

Fig. 7. Stress-strain curve of unconfined concrete [13]

ccu2,cc2,c

fck,c

fcd,c

c

For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For Design of Cross Section

Fig. 8. Stress-strain curve of confined concrete [13]

kfyk

f yk

fyd s
fyk

kfyk

sEs
fyd

s
kfyk

s

s
fyk

Idealized

Design

ukud

Fig. 9. Stress-strain curve of reinforcement [13]

ukud

Idealized

Design

pEs
fpd

ps

fp0.1kfpd s

fp0.1k

fpk fpk

s
fpk

Fig. 10. Stress-strain curve of prestressing steel [13]

반 콘크리트 재료모델을 사용하였다 [13]. 횡하중 작용 전의 응력 상태를 고

려하고 추가로 작용하는 횡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곡률에 의해 변형률이 선

형분포의 가정에 따라 증가하도록 하고 평형조건을 각 단계에서 만족하도

록 반복 계산을 수행한다. 변형률은 초기값과 중첩하여 계산하고 이를 응력

-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응력값으로 변환하여 평형 조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따라 계산을 수행하였다. 

변형률 적합조건을 활용한 모멘트-곡률 해석은 각 구성 재료의 응력-변

형률 곡선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Fig. 7과 Fig.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로코드-2에서 제시한 비구속 콘크리트와 구속콘크리트의 재료 곡선을 

덮개 콘크리트와 심부 콘크리트에 각각 적용하였다 [13]. 이때는 부분안전

계수를 고려하지 않는 비선형구조해석을 위한 곡선을 활용하였다. 

  
  for

         (1)

  
  for

         (2)

    
                                                  (3)

   
                                             (4)

이 식에서 구속효과를 나타내는 의 값을 정하는 것은 유로코드 8에서 

제시한 원형 단면에 대한 유효 구속 응력을 구하는 수식 (5)를 활용하였다 

[15]. 


                                                        (5)

이 수식에서 1.0m 이상 단면에서는 구속효과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계수

는  
   을 가정할 수 있고   




은 횡철근비, 은 횡

철근의 항복강도에 기반하는데 정확한 값이 없는 경우에는 공칭 항복강도

의 1.15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값을 사용하였다 [15].  는 심부 직

경이고 는 횡철근 간격을 의미한다. 

철근과 강연선의 재료 곡선은 Fig. 9과 Fig. 10에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

다. 축방향 강재에 대한 재료 곡선도 부분안전계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선

택하였고 파단을 일으키는 극한 변형률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준에

서 명시하는 값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해석에서 사용한 극한변형률은 강

연선과 철근에 대해서  유로코드-2의 National Annex C를 참고하여 7.5%

로 설정하였다 [13]. 이 값은 설계에서 목표 성능을 규정할 때는 변경하여 

보수적인 값을 정해야 하지만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위해서 결정한 값이다.

해석에서 도입 축력과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곡률이 0인 상태에서의 초

기값으로 각 재료에 설정하였다.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철근에는 응력이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모멘트-곡률해석의 결과와 실험결과

에 대해서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한 결과를 Fig. 11에 제시하였다. 콘크리

트 인장 강도 초과이후에는 해당 단면을 모두 제거하는 형태의 근사적인 접

근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험결과와 균열이후의 거동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덮개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은 변위 측면에서는 유사

하고 다만 하중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한강도는 PT1-TD, 

PT2-TD 부재에서 각각 3.1%, 7.3%의 차이를 보였다. 실험에서는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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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8%까지 강선이나 철근의 파단은 관찰되지 않았다. 

모멘트-곡률해석의 결과에서 긴장재의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과 철근이 

파단하는 시점이 실험보다 일찍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험

에서 첫 번째 이음부가 벌어지면서 내부에 배치된 철근과 긴장재가 부분적

으로 비부착상태가 되는 것이 Fig. 12와 같이 관찰되었다. 그라우트의 일부

가 콘 형태로 떨어져 나오면서 200 mm 내외의 길이로 비부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변형률 적합조건에서 콘크리트와 내부 축방향 강

재의 변형률이 동일 높이에서 동일하다는 가정과 다른 부분이다. 부분적으

로 비부착되면서 이음부 철근이나 강선에 집중된 응력이 완화되는 것이 이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에서 이러한 부분 비부착 효과를 고

려할 수도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안전측의 평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실교각 해석에서는 이음부 벌어짐 이후의 비부착 효과를 고려하

지 않았다. 해석과 실험결과가 재료의 불확실성이나 해석 모델의 오차를 고

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방법을 이

후 실 교각 거동 평가에 활용하였다. 

4. 실교각 설계 단면에 대한 변수해석

4.1 실교각 설계 및 해석

실 교각의 대상은 40 m 2경간 연속교를 설정하였고 기존의 설계된 PC 

beam 교량의 교각을 이 논문의 설계 개념으로 변경하였다. 3.25 m 높이를 

갖는 5개의 교각 세그먼트로 구성되고 피어캡은 하나의 세그먼트로 설정하

였다. 설계된 실 교각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교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40 MPa를 사용하고 기존 현장타설 교각의 직경이 2.5 m로 설정되었는

데 이를 축소하여 직경 2.3 m로 설계하였다. 

주요 설계 검토사항인 기둥의 응력 검토, P-M 상관도를 통한 강도 검토

는 만족하고  압축부재에 대한 LRFD 기준에서의 최대 및 최소 면적 기준인 

식 (6)~(8)을 만족하도록 축방향 철근과 긴장재 단면적을 결정하였다 [16]. 

완전 프리스트레스 개념에 의해 기둥을 설계할 경우에는 이 수식들은 최소 

평균 압축응력 1.6 MPa에 해당한다. 축방향 철근은 최소 6개 이상 배치하

도록 되어 있고 16 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도록 한다 [16]. 








≤                                            (6)

′


≤                                                       (7)

′



′


                                     (8)

여기서,   : 철근 단면적 (mm
2
),   : 기둥 전체 단면적 (mm

2
),   : 긴장

재 단면적 (mm
2
),   : 긴장재의 인장강도 (MPa),   : 철근의 항복강도 

(MPa), ′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 유효 프리스트레스 (MPa). 

실 교각에 대한 모멘트-곡률 해석은 앞서 실험결과와 비교한 방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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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oment-curvature curve of the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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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재료 모델은 설계를 위해 제시된 곡선을 사용하였

다 [13]. 모멘트-곡률 해석에서 곡률의 증가에 따른 거동의 평가는 한 단면

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게 된다. Fig. 14에 설계된 교각 단면의 모멘트-곡률 

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거동 평가로부터 지진하중에 의한 손상의 상태에 따

라 보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설계시 목표 내진 성능을 설정할 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4.2 프리스트레스의 크기 효과 

포스트 텐션을 통한 일체화로 가설하는 조립식 교각은 프리스트레스 긴

장재와 관련 장치,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설 장비, 긴장 작업 등의 공정이 비

용 증가를 유발한다. 피어캡 부분의 정착구는 받침의 위치와의 간섭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긴장재의 수를 최소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재의 설계 실무에서는 풍하중이 주요 하중으로 고려되는 사용 하중 조합에

서의 응력 제어에 의해서 필요한 압축력을 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긴장재의 수는 설계기준에서 허용된 최대 응력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본 등 강진지역이나 미국에서의 내진 지역 설계 실

무에서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수준을 일반적인 프리스트레스 구조물에 비

해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내진 거동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견해

가 있다. 이는 지진에 의한 횡변위에 따라 긴장재가 조기에 항복하여 잔류변

형이 커서 회복하기 힘들거나 파단으로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기준으로 3가지 수준을 설정하였는데 항복강도의 

55%, 70%, 80%를 갖는 3가지 교각을 해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프리스

트레스 도입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현재 기준에서 최소 프리스트레스 도

입수준을 고려하고 최대 허용응력 수준을 고려하여 프리스트레스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값이다. 

교각의 단면과 긴장재의 수는 동일하고 다만, 도입된 프리스트레스의 크

기만 다르게 된다. 상부 자중에 의한 압축력은 함께 고려되었다. 덮개 콘크

리트의 압축 파괴, 긴장재의 항복시작, 긴장재의 파단, 철근의 파단으로 구

분하여 손상을 정의하였다. 덮개 콘크리트의 손상은 복구가 수월하고 긴장

재의 항복이 되면 변형의 복구능력이 저하되고 도입된 프리스트레스가 소

성 변형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다. 그러나, 단면 증설 등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긴장재의 파단은 근본적으로 조립식 교각의 구조 시스템을 불

가하게 만들게 되고 보강을 통해서 교각을 계속 활용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미치는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15에 세 가지 다른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갖는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Table 1에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리하였

다.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는 응력 기준으로 보면 55%~80%로 크게 보

이지만 그 영향은 주로 덮개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와 긴장재의 항복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도입된 콘크리트압

축응력은 횡하중에 의해 추가되는 응력으로 인해 파괴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룬 경우에서는 덮개 콘크리트 압축파괴에 도

달하는 곡률의 차이는 최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15에 세 가지 다른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갖는 교각의 모멘트-곡률 

해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Table 1에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리하였

다.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는 응력 기준으로 보면 55%~80%로 크게 보

이지만 그 영향은 주로 덮개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와 긴장재의 항복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도입된 콘크리트 압

축응력은 횡하중에 의해 추가되는 응력으로 인해 파괴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다룬 경우에서는 덮개 콘크리트 압축파괴에 도

달하는 곡률의 차이는 최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긴장재의 항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에 비해서 좀 더 큰 차이를 나타낸

다. 곡률을 기준으로 할 때 55% 수준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교각

에 비해 70%는 24.02%의 차이를 보이고 80% 도입할 때는 48.88%의 차

이를 보였다. 실험에서 변형이 완전하게 복귀되는 recentering이 되지 못하

고 잔류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drift level 1.5% 내외에서 두드

러지는데 이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어느 수준의 소성 변위를 허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긴장재의 파단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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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age modes according to different effective prestress

Damage Modes
Effective prestress 

(%)
Curvature(φ)

Moment(M) curvature difference ∆φ moment difference ∆M

(kN·m) (%) (%)

Tendon Yielding

55 2.64609E-06 19716 0.00 0.00

70 2.01111E-06 18673 24.02 5.29

80 1.3531E-06 17804 48.88 9.70

Concrete  Crushing

55 1.33461E-05 18566 0.00 0.00

70 1.27736E-05 17901 4.29 3.58

80 1.20091E-05 16916 10.02 8.89

Tendon  fracture

55 6.07354E-05 19918 0.00 0.00

70 5.91541E-05 19807 2.60 0.56

80 6.00159E-05 19759 1.18 0.80

Reinforcement fracture

55 6.71743E-05 15661 0.00 0.00

70 6.63475E-05 15599 1.23 0.39

80 6.66684E-05 15526 0.75 0.86

변형 복구 가능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각의 지진하중에 의한 손상에서 복구가 거의 힘든 경우는 내부 긴장재

의 파단과 연속 철근의 파단일 것이다. 곡률 기준으로 할 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효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재의 변형률의 차이가 파단 변형률로 설정한 7.5%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축방향 철근 연속화와 긴장재의 단면에서의 위치에 

대한 고려는 교각의 연성 능력을 확대시키고 손상된 교각의 복구를 힘들게 

하는 축방향 철근의 파단이나 긴장재 파단을 상당 수준 지연시킬 수 있는 효

과를 나타내었다. Fig. 11의 결과 분석에서 논의한 것처럼 실제 포스트텐션

을 사용한 교각에서는 이음부 벌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부착되는 것으

로 인한 응력 완화 효과가 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비부착 처

리를 긴장재에 한 경우 내진 거동이 개선되는 결과가 실험을 통해 나타난 사

례도 있다 [14]. 

이 논문의 해석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현재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긴

장재의 허용응력에 근거해서 도입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내진 거동 측면에서 파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콘크리트 압축 파괴 시점과 긴장재의 항복 도달 시점이 빠른 것을 고려

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지진하중에 대해서 복구 가능한 변위 수준을 정의

하면 이에 따라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교량의 급속 시공이나 교체에서 하부구조의 프리캐스트화를 통한 공법 

전환은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실무에서 현장타설 콘

크리트 교각을 포스트텐션을 통해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교각으로 변

경하는데는 경제성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 이 논문에서는 축방향 철근을 연속화시켜서 강연선과 함께 사용하는 설

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고 그 거동을 평가하였고 유

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가 교각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

멘트-곡률 해석의 검증용으로 활용하였다. 실제 교량의 교각을 프리캐스트

화한 설계 단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

으로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프리캐스트 교각 제작시 배근되는 불연속 축방향 철근과 함께 축방향 

연속철근을 최외곽의 강연선 안쪽으로 배근하는 상세를 통해서 심부 콘

크리트의 구속효과를 증가시키고 주철근의 파단이나 좌굴을 drift level 

8% 수준까지 방지할 수 있었다. 

2) 유로코드의 재료 곡선을 활용한 변형률 적합조건에 기반한 모멘트-곡

률 해석은 실험결과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긴장

재의 파단 시점의 차이는 이음부 근처의 부분적인 비부착 효과로 평가

되었다. 

3) 실 교각을 대상으로 한 변수 해석에서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수준을 강

연선 항복강도의 55%~80%로 설정했을 때 덮개 콘크리트의 압축파괴

는 10%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긴장재의 항복 시작 시점은 45%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4) 교각의 내진손상에서 복구가 힘든 긴장재의 파단을 유발하는 곡률은 이 

논문에서 고려한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변화 구간에서는 거의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목표로 하는 지진 하중의 수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손상

의 정도를 정의하면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를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멘트-곡률 해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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