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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내부 구속 공 CFT 교각을 한 교각세그먼트 합부 연구
 

A Study of Pier-Segment Joint 

for Fabricated 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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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교량은 재료의 발달과 신형식의 개발로 많은 발 을 이루어 왔으나, 장에서 거의 모든 작업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기본 틀을 탈

피하지 못하고 있다. 속 시공 건설 기술은 재 세계 으로 그 효용성이 증가하게 되어 재 국내․외 으로 조립식 교량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부구조와 비교하여 하부구조의 경우에는 연구  시공 실 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식 

내부 구속 공 CFT 교각에 해서 략 으로 설명하고, 교각 세그먼트 합부의 설계식을 제안하 으며 교각 세그먼트 합부의 구성요소

에 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 다. 

ABSTRACT：Bridges have undergone distinctive development in accordance of the introduction of new materials and structural 

types. The importance on rapid construction technology is currently attracting more and more attention worldwidely as well 

as domestically because its effectiveness in reducing the overall construction cost. While a wide ranges of previous researches 

on rapid construction of super structures are available, the studies on substructures are quite limited. The development of 

the precast segmental 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piers are briefly introduced herein and design formulas are presented 

for pier segment joints, Also, a extensive parametric studies are carried out for the effect of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joints. Finally, the design formulas are verified throughout a series of extensive finite element analyses. 

핵 심 용 어 : 조립식, 교각, 합부, 설계법, 해석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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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은 재료의 발달과 신형식의 개발로 많은 발 을 이루어 

왔으나, 장에서 거의 모든 작업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기본 

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에서 재료비의 

감을 한 공법은 많은 발 을 이루었다. 속 시공 건설 기

술이 세계 으로 효용성을 인정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효용성  건설비를 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림1과 같이 노무비와 재료비의 유율이 차 상승하여 체 

건설비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노

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료비의 감소로 얻어지는 건설비의 

감소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해서는 노무비 감소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기

단축을 함으로서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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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설업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변화(교량 황조서 2000)

이와 같은 흐름으로 재 국내․외 으로 조립식 교량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부구조와 비교

하여 하부구조의 경우에는 연구  시공 실 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5)

재 연구 인 조립식 교각의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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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Concrete, RC)교각을 분 화시켜 리스트

스 공법이 주로 연구되어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심창수

(2007), 정철헌(2008), 김태훈(2009) 등의 연구자들이 있

으며, 우건설에서 실제 용한 사례가 1건이 있는 실정이

다. 한 국외의 경우에는 S. L Billiongton 등(2004)이 

많은 연구를 수행하 으며, 미국에서는 약 50개 이상의 조립

식 교각이 시공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많이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교각이 아닌 공단면을 갖는 CFT 

(Concrete Filled Steel Tube, 콘크리트 충 강 ) 교각인 

내부구속 공 CFT 교각(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Pier, ICH CFT Pier)을 이용하여 조립식 교각을 개

발하 다.

그림 2. 내부 구속 공 CFT 기둥의 구조

 

ICH CFT 교각은 그림 2와 같이 외측의 강 과 내측의 강

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콘크리트로 충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Shakir-Khalil와 Illoui(1987)에 의해 제안된 

이후 Wei 등(1995)  Zhao 등 (2002)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도와 연성에 해 연구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ICH 

CFT 교각에서의 콘크리트 외측 강 과 내측강 에 의해 콘

크리트가 3축 구속 상태로 존재하며(한택희 등, 2007), 이러

한 내부 구속 효과에 의해서 콘크리트 강도와 연성이 향상되

어, 우수한 에 지 소산 능력을 갖는다고 알려진바 있다(염응

 등, 2008).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한택희 등, 2007) 

ICH CFT 교각은 그림 3와 같이 일반 실 RC 교각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조립식 교각은 분 화되어 있어 합부가 존재하

게 된다. 이 합부의 경우에는 교각세그먼트 합부, 교각-

기  합부, 교각-코핑 합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식 교각의 각 합부에 한 개략 인 

설명과 시공방법을 제안하 으며, 합부  교각 세그먼트 

합부에 한 설계식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시되어진 설계

식을 해석 으로 검증하 으며, 합부의 요소에 하여 매개

변수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 공 R.C 포락선과 ICH CFT기둥 포락선 비교

2. 부분별 세그먼트 합 방법의 선정

조립식 교각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한 후 장에서는 조

립 시공을 수행하는 공정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교각은 이동 

가능한 크기로 분 화되며, 교각이 분 화가 되었기 때문에  

합 방법의 성능에 따라서 교각의 성능이 결정되어지기 때

문에 합부 성능이 뛰어나고 시공법이 간단한 설계  시공

법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본 에서는 교각-코핑부, 교각세그

먼트, 교각-기  합방법  시공방법을 제시하 다. 

2.1 교각-코핑부 합 방법

ICH CFT 교각은 그림 2와 같이 외측의 강 과 내측의 강

이 존재하며 그 사이가 콘크리트 충 되어 있는 형태로 교

각 내측에 공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철근콘크

리트(Reinforced Concrete)교각의 교각-코핑부 합방법 

용이 극히 제한 이게 된다. 

조립식 ICH CFT 교각에서는 최상단 교각 세그먼트와 코

핑부가 합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교각-코핑부 합방법을 

최 한 용하기 해서 최상단 세그먼트의 형태를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무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콘크리트 형태로 변경을 

하 다. 이와 같은 형태는 기존의 교각-코핑부 합방법의 설

계 방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최상단 교각 세그먼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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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H CFT 교각 단면의 공비가 약 0.7로 코핑부와 

콘크리트의  면 이 매우 좁게 되는데 이는 축하 을 주

로 받는 코핑부의 지압 괴로 발 될 수 있다. 면 의 확

를 하여 그림 5와 같이 Steel Plate를 용 하여 교각 세

그먼트를 제작함으로써  면 을 늘려주어 지압 괴를 방

지하는 효과 인 방법이라 단된다. 그리고 의 종류는 강

과 공 강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설계자가 계산에 의하여 경

제 이고 효율 인 방법을 선택 용하면 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교각 세그먼트에 의 설치

그림 6. 교각-코핑부 합 완료시 형상

2.2 교각 세그먼트 합 방법

조립식 교각은 기존의 교각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하 과 횡하 에 해

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 과제일 것이다. 

ICH CFT 교각 단면은 내․외부 강 부와 콘크리트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에 한 합방법이 다르게 용이 되어야 한다.

먼  강 부의 합에서 가장 요한 요 은 바로 용 이

다. 강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합방법이 바로 용

이기 때문이다. 용  방법은 그림 7과 같이 사  제작된 

내․외부 강 을 먼  맞 기 용 을 한 후 세로 을 외측과 

내측에 덧 어 필렛용 을 하는 방법으로서 상․하부 교각 

세그먼트를 일체화 거동 시키는데 목 이 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부의 합방법은 그림 8과 같이 단키

를 만들어 단력에 한 항성을 확보하고 교각 세그먼트 

조립시 가이드 역할을 하여 조립이 수월하도록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부분의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로 

합을 하며 합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강도가 크다. 이때  

면  체에 균일하게 합하는 것이 교각 성능에 매우 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7. 내․외부 강  합방법

그림 8. 콘크리트의 합방법

2.3 교각-기  합 방법

교각-기  합 방법은 최 한 기존의 설계법에 의하여 설

계가 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기존의 설계에는 매립법과 베

이스 이트법 등이 있다. 

매립법은 조립식 교각의 기본 인 개념인 장 조립시공을 

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는데 시공을 하려면 기 의 경

우에는 사 에 기  시공시 최하단 세그먼트만 사  시공하

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베이스 이

트법은 장에서 볼  작업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조립식 교각에 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조립식 내부 구속 공 CFT 교각은 교각 외부와 교각 

공부로 나  수 있다. 교각 외부의 경우에는 에서 선정한 

것과 같이 베이스 이트 법을 용한다. 베이스 이트법

은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의 8.4 과 합성 강교각 설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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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RIST, 포스코 강구조 연구소)에서 제시되어져 있다. 이 

방법은 그림 9와 같이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 8.4 에 제

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한다. 그림 9의 오른쪽 조립 

모형도에서 교각부 아래는 앵커 임으로서 기 부에 시공

을 하여 후에 교각부와 합 시공을 하게 된다. 

그림 9. 교각-기  합 방법(베이스 이트법)

한 내부 강 의 경우에는 하부 이트와 Fillet용 을 

통하여 합을 하며, 공부에는 교각 외부와의 동일한 거동

을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베이스 이트 높이의 1.2배 

높이로 설정하여 타설한다. 

2.4 조립식 교각 시공 방법의 제시

그림 10. 조립식 교각의 시공 방법

그림 10은 조립식 교각의 시공방법을 개략 으로 표 해 놓

은 그림으로 2 에서 제시한 조립식 ICH CFT 교각의 부분별 

합방법을 사용하여 시공을 한다. 2 에서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조립식 교각을 시공하기 해서는 공장에서 교각 세그

먼트와 코핑부를 사  제작을 하며 장의 경우에는 기 의 시

공이 마친 상태로 사 제작된 유닛을 장으로 운반을 하여 교

각-기 부터 시공을 하여, 최상단의 교각-코핑까지 합을 수

행하게 된다.

용  시 내부 공부분에서 용 을 해야 하는데, 기본 교각

의 직경이 2m라 가정할 경우 공비가 0.7일 때, 공부 직경

이 1.4m로 충분한 용  공간이 확보 가능하리라 단된다. 여

기에서 공비 0.7의 경우에는 ICH CFT 교각이 타 교각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기 하여 동일 직경 실단면의 50%로 

자 을 감소시키기 한 최 의 공비로서 기존 연구자(한승

룡 등, 2003)에 의해서 연구되어졌다.

 

3. 교각 세그먼트 합부 설계식 제안

2.2 에서 제시한 교각 세그먼트 합법은 내․외부 강 에 

내․외부 분 된 부분을 보강재을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을 

용하 다. 보강재의 높이는 교각 세그먼트 높이의 1/6로 가

정하 다.

교각 세그먼트를 합할 때 2가지의 형태로 합을 할 수 있

다. 첫째, 내․외부 강  그리고 콘크리트가 분리되어 있을 경

우. 둘째, 콘크리트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콘크리트만 분리되

어 있다는 것은 교각 세그먼트 조립시 내․외부 강 을 먼  

맞 기 용 을 한 후 내․외부 보강재를 보강하는 방법이다. 

그림 11. 합부 연결재 형태별 분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부 형식을 나  수 있는데, 

DVCP(Double Vertical & Cross Plate)-Connector와 

DVP(Double Vertical Plate)-Connector로 정의 된다. 

본 에서는 보강재의 두께를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고 범용

로그램 ABAQUS로 검증하 다. 

3.1 설계식의 제안

시공방법에 따른 교각-교각 세그먼트 합부 특성 가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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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DVCP-Connector는 가로 에 의하여 콘크리트와 내․

외부 강  모두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합시 내․외부보강재

를 Fillet 용 으로 합 할 수 있으며, DVP-Connector는 2

가지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내․외부 보강재만 

Fillet용 을 통하여 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상하부 교각 세그먼트의 콘크리트와 내․외부 강 이 분리되어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내․외부 강 을 보강재 용 에 맞

기 용 을 통하여 시공을 한 후 보강재를 Fillet 용 을 통하

여 용 한다. 이때는 상하부 교각 세그먼트의 내․외부강 은 

합되어 있고, 콘크리트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후자

의 시공방법의 경우에는 보강재의 두께가 감소되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기존의 ICH CFT 교각과 비교하여 동일 성능 발휘를 목

으로 교각 세그먼트 합 형식에 따라 손실된 면 성모멘트

()값을 보강재의 보강재로 0.8I(외부보강재)와 0.2I(내부보

강재)에 분배하여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콘크리트, 내․외부 강 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1)

여기서  : 연결재의 면 성 모멘트, :외부강 의 

면  성 모멘트, :내부강 의 면  성 모멘트, 

:콘크리트의 면  성 모멘트,  

(탄성계수비), :외부 세로 의 면 성모멘트, 

:내부세로 의 면 성모멘트

콘크리트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2)

여기서,  : 연결재의 면 성 모멘트, :콘크

리트의 면  성 모멘트,  (탄성계수비)

식 (1), (2)에 의하여 산정된 값을 외부 보강재와 내부 보

강재에 각각 , 로 분배하여 보강재의 두께를 산정한다. 

외부보강재의 
두께산정

내부보강재의 
두께산정

d2 d1

to ti

그림 12. 내․외부 보강재의 두께 산정 개요

외부 보강재의 두께 산정, 

 






                                        (3)

여기서, :외부 보강재의 면 성모멘트, :외부보강재의 두께, 

:외부 강 의 외측반경

내부 보강재의 두께 산정, 

   


 


                                        (4)

여기서, :외부 보강재의 면 성모멘트, :내부보강재의 두

께, :내부 강 의 내측반경

식 (3), (4)는 기본 인 원의 면 성모멘트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유도된 식이며, 두 식에 의하여 산정된 값의 이상 값

을 사용하여 내․외부 보강재를 설계한다. 

3.2 설계식의 검증

3.2.1 해석 모델의 선정

그림 13. ICH CFT 기둥의 단면

그림 13과 같이 외부강 의 내경()와 내부 강 의 외경

(), 그리고 내․외부 강 의 두께 와 를 결정하여 해석 

모델을 선정하 다. 

공비 0.7인 ICH CFT 교각 단면에 해서 해석을 수행하

으며, 외부 강 의 두께()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  해석

(2007)에 따라 식(5)에 의해 최소 두께를 산정하 다. 

 





                                               (5)

여기서,  : 콘크리트의 외부직경,  : 강재의 허용응력, 

 : 강재의 탄성계수

내부 강 의 두께()는 한택희 등 (2007)에 연구에서 제안

된 식 (6)에 의하여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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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







′∙

∙∙

    (6)

여기서,  : 외부 강 의 항복강도,  : 외부강 의 두께, 

 : 내부 강 의 직경, ′ : 콘크리트의 직경,  : 

강 의 탄성 계수,  : 내부 강 의 항복강도

식(5), (6)에 의하여 단면을 설계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내․외부 보강재의 두께를 산정하여 표 1에 나타냈다. 

단면제원

콘크리트 직경 2500

공비 0.7

강재의 항복강도 240

외부강  두께 30.17

내부강  두께 22.17

콘크리트, 내․외부 강  모두 분리되어 있을 경우

외부 보강재의 두께 49.26

내부 보강재의 두께 48.02

콘크리트만 분리되어 있을 경우

외부 보강재의 두께 22.80

내부 보강재의 두께 20.53

표 1. 해석 모델의 단면 제원(unit : N,mm)

3.2.2 모델의 해석 방법

3.1 에서 제시된 설계 방법을 검증하기 해서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 으며, 표 2와 같은 물성치를 사용 다.

콘크리트의 

재료물성치

강   보강재의 

재료물성치

탄성계수(MPa) 30365.89 210000

단 량() 24.5 77

아송비 0.18 0.3

표 2. 재료 물성치

사용 요소의 경우 내․외부 강 , 내․외부 보강재, 콘크리트 모

두 8  3자유도인 C3D8R을 사용하 으며, 강 -콘크리트의 

부는 박종근 등(2007)이 제안한 Frictionless(무마찰)를 용하

으며, 용 부로 가정이 되지 않고 되는 DVCP-Connector

의 콘크리트와 보강재의 부분, DVP-Connector의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부분, 보강재와 강 의 부분은 모두 무마찰로 가

정하여 거동분석을 하 다.

경계조건으로 최하단부를 고정단으로 설정 하 으며, 최상단

부에 동일한 하 을 가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연결재의 가

로 의 두께는 외부 의 두께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수행하

고, 보강재의 높이(500mm), 세그먼트의 높이(2500mm)를 

가정하 다. 그리고 교각 세그먼트의 개수는 최하단 합부가 

가장 횡하 에 한 향이 크기 때문에 최하단 합부만 모델

링을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한 기하비선형을 고려하 다.

3.2.3 해석 결과

콘크리트와 내․외부 강 이 모두 분리된 DVCP-Connector, 

DVP-Connector, 콘크리트만 분리된 DVP-Connector 그리고 

비교군으로 분 되지 않은 ICH CFT교각을 해석하 다. 

그림 14. 동일하 에 한 지 별 하  분포 

그림 14는 동일하 에 한 지 별 하  분포를 나타낸 것인

데, 분 되지 않은 ICH CFT 교각과 콘크리트만 분리된 

DVP-Connector를 용한 조립식 ICH CFT 교각은 거의 유

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콘크리트와 내․외부 강 이 모두 

분리된 DVCP-Connector와 DVP-Connector는 인장부의 응

력이 기존의 교각에 비해서 인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콘크리트만 분리된 DVP-Connector

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단된다. 

ICH CFT 
DVCP-

Connector
DVP-

Connector

DVP-
Connector

(only 
concrete)

변
(mm)

82.102 77.333 88.344 81.489

오차율
(%)

0.00% -5.691% 7.74% -0.622%

표 3. 동일하 에 한 최상단부 변

ICH 

CFT 

DVCP-

Connector

DVP-

Connector

DVP-

Connector

(only concrete)

인장부 
총하
(MN)

13.25 12.25 14.04 12.9

오차율
(%)

0.00% -8.2% 5.7% -2.7%

표 4. 인장부에 작용하는 총하

표 3은 동일하 에 한 최상단부 변 를 나타낸 것이며, 표 

4는 인장부에 작용하는 총하 을 나타낸 것이다. 최상단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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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장부의 총하 을 비교한 결과 분 되지 않은 ICH 

CFT교각과 비교하여 모두 10% 이내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분

되어 있는 조립식 교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손실된 면 성

모멘트()를 내․외부 보강재로 보강하는 방법은 매우 성능이 

우수하며 합리 인 방법이라고 단되며, 설계에 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4. 매개변수 연구

3 에서 제안된 합형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링 하 으며, 

그림 14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비분  ICH CFT 교각과 가

장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DVP-Connector를 상 모델로 선

정하 다. 본 합부의 요한 인자인 보강재의 높이, 내․외

부 보강재의 분배 비율에 해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 다.

단면 제원  재료 물성치

교각직경 4095.62

공비 0.7

외부 강  두께 47.81

내부 강  두께 33.47

콘크리트 탄성계수 30,365.89

강재 탄성계수 210,000

교각세그먼트 높이 2,500

표 5. 해석 공통 제원(unit : N,mm)

표 5는 해석 모델들의 기본 인 공통제원이며, 외력하 은 

그림 16과 같이 축하  2,000kN을 가하 으며, 횡하 은 변

제어를 하 다. 교각세그먼트 합부 에 최하단 합부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최하단 세그먼트만 모델링을 하고 기하

비선형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5. 해석 모델 개요

4.1 보강재의 높이

표 6은 보강재의 높이에 따른 조립식 교각의 거동에 하여 

분석을 하 으며, 교각의 직경(D) 비 보강재의 높이(h) 비

율을 0.10～0.30까지 검토하 다. 

h/D 0.10 0.15 0.20 0.25 0.30

보강재높이 409.6 614.3 819.1 1023.9 1228.7

표 6. 해석 모델의 제원(unit : N,mm)

그림 16. 보강재의 높이에 따른 하 -변  곡선

그림 17은 보강재의 높이에 따른 조립식 교각의 거동을 분석

한 것인데 h/D가 0.15까지는 거동이 유사하나 0.20 이상부

터는 교각의 강성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각의 세그먼트 합부 보강재 높이는 직경의 0.15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며, 설계 시 실무자들이 용

가능 높이를 경제  시공성을 고려해 선정하여 용하면 매

우 좋을 것으로 단된다.

4.2 내․외부 보강재 I값 분배 비율

표 7은 I(면 성모멘트)의 내․외부 보강재의 분배 비율을 

10%～30%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조립식 교각의 거동을 분석

하 다.

내부보강재

비율
0.10 0.15 0.20 0.25 0.30

외부보강재 

두께
44.6 42.2 39.8 37.4 34.9

내부보강재 

두께
17.6 26.6 35.8 45.3 54.9

보강재의 

높이
614.3

표 7. 해석 모델의 제원(unit : 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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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의 분배 비율에 따른 하 -변  곡선

그림 18과 같이 분배비율이 변함에 따라서 조립식 교각에 미

치는 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 시 용

두께 혹은 강재의 재료비용에 따라서 사용자가 단하여 용

하여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4.3 조립식 교각 합부 응력 분포

조립식 교각은 합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각에 비

해서 응력 분포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응력 집  부분을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합부 괴모드 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단된다. 

그림 18. 횡하  작용 반  방향의 응력 

분포(외부강 )

그림 19는 횡하  작용 반  방향의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데 

기존의 ICH CFT 교각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

이지만 용 부와 보강재가 있기 때문에 응력분포의 불연속면이 

존재하며, 응력 집  부분도 나타난다. ① 부분은 보강재의 바

로 윗부분이며, 최 응력 집  부분은 아니지만 합부 보강으

로 인하여 I값이 상승하여 합부 상단  하단 부분에 국부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단된다. 한 ② 부분은 

외부 보강재의 하단 용 부분 윗부분으로서 압축으로 인하여 

응력 집 이 발생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9. 내․외부 보강재 응력 분포

그림 20은 내․외부 보강재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내부강 에 비해 외부강 에 발생하는 응력이 상 으로 크

며, 압축부분에 응력이 크게 발생한다. 이 부분은 용 부분으

로서 용 두께를 기 에 맞게 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부분이 성능이 교각 체의 성능을 좌우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1은 콘크리트 부분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외력

에 의하여 발생된 모멘트가 가장 큰 하단부분에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합부에서도 많은 응력집

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합부의 경우에는 내․

외부의 용 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간 으로 용 열에 의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그림 20. 콘크리트부분의 응력분포

5. 경제성 확보를 한 설계 방법 연구

조립식 ICH CFT 교각은 무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신 

내․외부 강 이 있기 때문에, 강재량이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교각에 비해서 많이 소요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때 강재

의 경우에는 가격변화가 매우 크고 재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강재량을 인다면 경제 인 조립식 ICH CFT 교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에서는 상부로 올라 갈수록 강 의 두께를 변화 시켜 

조립식 교각을 제작하는 설계 방법  설계식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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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 방법의 제안  가정

그림 21. 기둥의 모멘트 선도

일반 인 교각은 그림 22와 같이 하단부가 고정된 캔틸 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때 최상단에 P라는 횡하 이 작용하

을 경우, 그림 22와 같은 모멘트 선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때 

기둥에서 발생하는 휨응력의 경우 식 (7)에 따라서 산정된다. 

  

                                                     (7)

여기서, : 휨응력,  : 모멘트,  : 면 성모멘트,  : 

립축까지의 거리

모멘트()가 그림 22의 모멘트 선도에 따라서 상단으로 갈

수록 모멘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멘트의 감소량에 따라서 면

성 모멘트()값이 변하여도 휨응력이 변하지 않게 되어 

회부하 에 한 교각 구조계에 큰 거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

는다. 

이와 같이 모멘트에 따라서 면  성 모멘트()값이 변하는 

기본 인 이론을 이용하여 본 에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때 

가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째, 기본 인 조립 방법의 용을 하여 교각 세그먼트의 

외부 직경과 공부 직경은 모두 동일하게 함.

둘째, 교각 세그먼트의 내․외부 강 의 면 성모멘트()

값만 모멘트 비율에 따라 감소시킴.

셋째, 각각의 교각 세그먼트의 내․외부 강  두께는 그 세

그먼트의 가장 단의 모멘트로 산정함.

의 세가지 가정에 의하여 외부강 은 외경이 고정되어 있

고 내경이 변하면서 두께가 산정이 되며, 내부 강 은 내경이 

고정되어 있고 외경이 변하여 두께가 산정된다.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외부강 의 내경과 내부강 의 외경

을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면,

외부강관의 내경산정 내부강관의 외경산정

ro2

ro1

ri2

ro1

그림 22. 내․외부 강 의 반경 산정 개요

외부강 의 내경산정(외경고정),

  


  


                                        (8)

여기서, : 외부강 의 내경,  : 외부강 의 외경,  : 

외부강 의 면 성모멘트

내부강 의 외경산정(내경고정),

  


  


                                          (9)

여기서, : 내부강 의 외경,  : 내부강 의 내경,  : 

내부강 의 면 성모멘트

식 (8), (9)는 외부강 의 내경과, 내부강 의 외경을 산정

하는 식으로 내․외부 강 의 두께를 제안할 수 있다. 

5.2 설계 방법의 검증

5.2.1 해석 모델의 선정

5.1 에서 제시한 제안식을 검증하기 해서 표8와 같은 단

면제원을 사용하 다. 

교각 직경(mm) 1856.92

외부강  두께(mm) 28.46

내부강  두께(mm) 19.92

공비 0.7

교각 높이(mm) 15000

교각 세그먼트 높이(mm) 2500

표 8. 해석 모델의 단면 제원

그리고 식 (8), (9)에 의하여 내․외부 강 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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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내․외부 강 의 두께 산정 

교각높이 감소계수 외부강  I 내부강  I
외부강

두께

내부강

두께

0 0.000 0.0000E+00 0.0000E+00 0.00 0.00 

2500 0.500 3.4169E+10 7.4718E+09 13.90 10.21 

5000 0.667 4.5559E+10 9.9624E+09 18.67 13.51 

7500 0.750 5.1254E+10 1.1208E+10 21.09 15.14 

10000 0.800 5.4671E+10 1.1955E+10 22.55 16.11 

12500 0.833 5.6949E+10 1.2453E+10 23.53 16.75 

15000 1.000 6.8338E+10 1.4944E+10 28.46 19.95 

두께 산정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두께가 약 50%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2.2 모델의 해석 방법

식 (8), (9)의 제안식을 검증하기 하여 범용해석 로그램

인 ABAQUS를 사용하 으며, 표 8와 표 9의 검증모델을 사

용하여 해석하 다. 검증 모델 선택시 체 교각 시스템에 

해서 모델링을 하여야 하나 최하단의 합부 괴가 가장 먼  

일어나기 때문에 체 15m에 교각 세그먼트 높이 2.5m로 선

정하여 모델링을 하 다. 

그리고 해석시 옵션은 최하단을 고정단으로 설정하 으며, 

강 과 콘크리트는 solid 요소인 3차원 8  C3D8R을 사용

하 으며, 그림 22와 같이 최상단 변  컨트롤을 하 다. 

해석시 Interaction 옵션은 3.2.2 과 동일하게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본 모델과 비교하기 하여 같은 

단면제원을 가진 ICH CFT 교각과 강 의 두께 변화가 없는 

조립식 ICH CFT 교각을 비교군으로 선정하 다. 

5.2.3 해석 결과

해석 수행 결과 그림 24과 같은 Von Mises 응력 분포를 보

다. 이 때, ICH CFT 교각과 강 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 조

립식 ICH CFT 교각의 경우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 으나, 변

단면을 가진 조립식 ICH CFT 교각은 응력 최  지 이 인장

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 차이를 분석하기 해

서 그림 19에서와 같이 응력-최상단 변 를 측정해본 결과 거

의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  응력이 269MPa일때의 최상단 변 를 표 10에 

나타내었는데, ICH CFT 교각에 비해서 오차율이 각각 

5.23%, 8.58%로 모두 10% 이내로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각각의 교각에서의 응력 최  지

그림 24. 응력-최상단 변

ICH CFT 

교각

조립식 ICH 

CFT 교각 

(변단면)

조립식 ICH 

CFT 교각

최상단변 85.51 81.04 78.18

오차율(%) 0.00% 5.23% 8.58%

표 10. 최 응력이 269MPa 일 때의 최상단 변

그림 24, 25와 표 10의 경과에 의해 4.1 에 제시한 모멘트

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기존의 ICH CFT 교각 보다 연

성도는 떨어지지만 큰 오차를 보이지 않아 성능 우수한 조립식 

교각이라고 단되기 때문에. 내․외부 강 의 면 성 모멘

트를 변화시켜 강 의 두께를 재산정하는 제안식으로 강 의 

두께를 산정하여 설계하여도 무방하다고 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립식 ICH CFT 교각에 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교각-코핑 합부, 교각 세그먼트 합부, 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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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합부 에 교각 세그먼트의 설계식을 제안하고 해석  

연구를 통하여 검증을 하고 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조립식 ICH CFT 교각은 시공방법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

게 되는데 첫째 내․외부 강 을 맞 기 용  그리고 내․외부 

보강재를 통하여 합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만 분리되어 있다

고 가정을 하며, 둘째는 내․외부 강 을 맞 기 용 을 하지 

않고 내․외부 보강재를 통해서만 보강할 경우 콘크리트와 

내․외부 강  모두 분리된 것으로 가정이 가능하다. 분리되어 

있는 상의 I값을 보강재로 보강해 주는 방법을 간단한 식으

로 표 하 으며, 해석  연구로 검증한 결과 내․외부 강 을 

맞 기 용 을 할 경우에 성능이 기존의 비분 형 ICH CFT 

교각과 성능이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었다. 

보강재의 제원에 따라서 매개변수를 수행한 결과 보강재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교각의 강성이 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보강재 높이(h)와 교각직경(D)의 비율이 15% 이

내로 설계할 경우 강성 하가 없었다. 이를 실제 용할 경우 

최소 높이의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용 이 가능한 최소 높

이를 용하여 설계  시공을 하면 용 가능할 것이라 단

된다. 그리고 손실된 I값을 내․외부 보강재로 분배해 주는 비

율에 해서 검토한 결과 거동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계자

가 경제  시공성 검토를 통해서 비율을 선택해서 용하면 

될 것으로 단된다. 

ICH CFT 교각의 성능에 비해서 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   하나는 바로 강재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에 한 재료비가 기존의 교각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경쟁력

을 얻기 해서는 강 의 두께를 이는 연구가 필수 이다. 

모멘트의 변화에 따라서 강 의 두께를 조 하는 간단한 설계

식을 제안하 으며, 기존의 비분 형 ICH CFT 교각과 비교

한 결과 설계식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해석 으로 검

증을 완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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