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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several researches, recently, it was found that using hollowed precast concrete (HPC) column made more 

compact concrete casting in joint region possible than using normal solid PC (Precast concrete) column. Therefore, the rigidity of 

joints can be improved like those of monolithic reinforced concrete (RC). After filling the hollow with grout concret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HPC column behaviors like composite structure since PC element and grout concrete have different materials as 

well as there is a contact surface between two elements. These may affect the structural behavior and strength of the composite 

column. A compressive strength test was performed for the HPC column with parameter of hollow ratio for the case with and without 

grout in the hollow and the result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hollow ratios in the test are 35, 50 and 59% of whole section of 

column. Concentrated axial force was applied to top of the specimens supported as pin connection for both ends. In addition, finite 

element (FE) analysis was performed to simulate the failure behavior of HPC column for axial compress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hollow ratio did not affect the initial stiffness of HPC filled with grout regardless of the strength difference of HPC and grout. 

However the strength was increased inversely corresponding to the hollow ratio. The structural capacity of HPC without grout 

closely related to the hollow size. Especially, the local collapse governs the overall failure when the thickness of HPC is too thin. 

Based on these effect, a suitable equation was suggested for calculation of the compressive strength of HPC column with or without 

grout. FE analysis considering the contact surface between HPC and grout produced a good result matched to the test result.

Keywords : hollow precast concrete column, concentrated axial force, hollow ratio, grout concrete, local collapse

1. 서    론1)

1.1 연구배경

국내의 건설시장은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건

설현장 기피현상으로 젊은 기능공의 감소에 따른 노동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현장조건에 따른 품질 저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에 대한 방안으로써, PC(precast concrete)공법은 콘크리트

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공법에 비

해 노동력 감소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PC 공법의 경우 부재간 단절에 의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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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불연속 구간이 접합부에 형성되어 일체 타설된 RC 

(reinforced concrete) 구조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가 쉽

지 않기 때문에 PC와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사

용하는 복합화 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1)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화 공법의 일환으로 최근 중공형 PC부를 

공장에서 원심성형으로 제작하고 현장에서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공 PC(hollowed precast concrete, 이하 

HPC라 칭함) 기둥이 개발되어 연구2,3)가 진행되고 있다. 특

히 Seo 등3)은 커플러 이음을 적용한 HPC 기둥 접합부에 

관한 실험연구로 부터, HPC 기둥을 적용한 접합부의 구조

성능이 일체식 RC 접합부와 거의 대등함을 확인하고 내진

구조시스템에 HPC 기둥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PC 기둥은 원심력 다짐으로 기존의 PC 기둥에 비해 

고강도화 할 수 있고 또한 거푸집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뒤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시 작업하중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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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variables of specimens

Specimens
Column section

D×B (mm×mm)

Hollow size

Diameter

(mm)

Hollow ratio 

(%)

C-200(1)

300×300

200 35

C-240 240 50

C-260 260 59

U-200 200 35

U-240 240 50

U-260 260 59

(1)C-200 (C: composite HPC column, U: unfilled HPC column, 

200: hollow diameter)

(a) Assembling bars in mold (b) Concrete casting

(c) Mold rotating (d) Steam curing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HPC

Fig. 2 Detail of specimens (unit: mm)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후 타설하기 때문에, 기

둥을 구성하는 재료가 단일 재료가 아니며 특히 두 재료 

사이에 접촉면이 존재하는 합성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압축력 작용 시 HPC와 충전콘크리트의 축응력 및 변형

능력의 차이와 두 재료의 경계면에서 부착파괴에 의해 

압축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충전 상태에

서의 HPC 기둥은 중공의 크기에 따라 사용하중 하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동특성에 대하여 HPC기둥의 거동을 실험과 이론

적으로 파악한 뒤 설계를 위한 자료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술한 연구이외에 국내외에서 HPC기둥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축하중을 받는 HPC 기둥에서 중공비율

에 따른 압축성능을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충전콘크리트

가 채워지기 전과 채워진 이후에 대하여 각각 변수에 대

한 압축성능을 실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재료

적 특성과 두 재료사이 접촉면의 영향을 고려한 유한요

소해석을 실시하여 복합거동을 하는 HPC 기둥의 압축거

동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HPC 기둥의 중공비를 변수로 하여 중

공내 충전콘크리트의 채움여부를 고려하여 총 6개의 실험

체를 제작한 후 실험을 통하여 압축성능을 평가하고자 한

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현행규준에서 정하

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압축강도와 실험강도를 비교하

여 현행규준식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에서는 두 이질재료가 접합되는 접

합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력의 흐름 및 균열양상을 해석 

결과와 실험을 비교하고 해석에서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압축 실험

2.1 실험 계획 및 제작

중심 압축력을 받는 HPC 기둥의 구조실험을 위해 HPC 

기둥의 중공률을 변수로 중공직경 200(중공률 35%), 240 

(50%), 260 mm(59%)인 충전된 HPC 기둥과 미충전 HPC 

기둥으로 총 6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각 실험체 일람

은 Table 1, 실험체 형상 및 배근상세는 Fig. 2에 나타내

었다. 

모든 기둥 실험체의 단면은 300 mm×300 mm×1000 mm, 

피복두께는 20 m로 하였으며, 주근비()는 2.4%, 전단보

강근의 체적비()는 0.14%이다. 횡보강근은 135°의 구부

림 각도를 가지고 6db의 여장길이로 배치하였고, 양 끝단

의 100 mm부분에는 단부효과에 따른 국부파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고 실험구간에서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FRP 

시트를 2겹으로 보강하였다. 

HPC 기둥의 제작은 선 조립된 철근을 몰드에 체결하

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원심다짐과 증기양생을 거쳐 

HPC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

였다. Fig. 2는 HPC 기둥의 제작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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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setup of specimen 

(a) C-200 (b) C-240 (c) C-260

(d) U-200 (e) U-240 (f) U-260

Fig. 4 failure mode of specimens

2.2 사용재료

이 실험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30 MPa

이며, 실험체별 콘크리트 강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KS F 2405에 따라 총 실험체 마다 3개의 지름 100 mm, 

높이 200 mm의 원통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실험체와 동

일한 조건으로 증기양생을 거쳐 양생하였다.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기둥실험 직전에 실시하였고, 공시체의 평균

강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에 배근된 철근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근 4-D19와 8-D13, 횡보강

근 D6@133 철근을 사용하였다. KS D 3504 및 3552의 

규정에 따라 철근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Strength of concrete

Specimen
Design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HPC

CU-200

30

29.5

CU-240 30.6

CU-260 31.4

Grout concrete 21 18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inforcements

Type of

reinforcement
Bar size

Yield

strength

(MPa)

Yield 

strain

(×10-6)

Ultimated

strength

(MPa)

Longitudinal

bar

SD19 386 1885 689.97

SD13 405 1950 688.54

Hoop SD6 462 2185 721.57

2.3 실험 방법

Fig. 3과 같이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양면의 주근과 횡보강근에 총 6개의 변형률 게이지

를 미리 부착하였다. 콘크리트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기둥의 중앙과 중앙부에서 우측으로 75 mm떨어진 위치

에 기둥의 핀을 축으로 실험체의 양면에 변형률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하중 가력 시 실험체의 축방향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서 실험체의 4면에 수직으로 변위계(the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이하 LVDT)를 설치하였고, 작용

축력에 따른 횡방향 팽창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부터 200, 500, 800 mm 위치에 3개의 LVDT를 수평으

로 설치하였다. 

5000 kN 용량의 유압 만능 시험기를 사용하여 0.02 mm/sec

의 속도로 변위제어 방식 중심압축가력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체 가력 및 측정 장치는 Fig. 3와 같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최종파괴양상

중공부분이 채워진 HPC 합성기둥의 경우, 공통적으로 

초기에 상 · 하부 FRP sheet와의 경계면에서 균열이 발생

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직균열이 발생한 후 점차 중앙부

로 이어지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때 일부 피복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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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curves (composite HPC series)

Fig. 6 Load-displacement curves (unfilled HPC series) Fig. 7 Comparison of results from test and Eq. (1)

트가 박리되고, 최대하중 전 · 후로 횡보강근이 항복한 뒤 

주근이 항복하는 순으로 파괴가 진행되었다.

미충전된 HPC 기둥의 경우, 중공직경이 커질수록 상

부 FRP sheet 경계면 부분에서 국부적인 콘크리트 박리

와 최대하중이후 상부에서 횡보강근과 주근이 항복되면

서 최종파괴가 나타났다. Fig. 4는 실험체별 최종파괴양

상을 나타낸다.

3.2 하중-변위 곡선

축변위는 양단간 수직길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수직으로 설치된 4개의 LVDT의 평균변위이다. 중공부가 

채워진 HPC 합성기둥 실험체는 중공직경에 상관없이 초

기강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공직경이 작은 실험체 

일수록 HPC의 단면적이 커지는 영향으로 최대내력이 증

가하였으며, 최대내력이후 모든 실험체에서 내력이 점차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직경이 200 mm 보다 큰 U240, U260 미충전 HPC 

기둥은 중공직경이 커질수록 초기강성 및 최대내력 그리

고 기둥의 변형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

직경에 따른 HPC 합성기둥과 미충전 HPC 기둥의 하중-

변위 관계는 Fig. 5와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중공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HPC 합성기둥의 최대

내력 시 횡변형은 중공직경에 상관없이 상하단부에서는 

1.5 mm 정도의 변형량을 보였고 중앙부의 횡변형은 상하

단부의 변형보다 0.2∼0.5 mm 변형이 더 생기면서 최대 

횡변형이 중앙부에서 나타났다. 미충전된 HPC 기둥의 

경우 기둥의 하부, 중앙부, 상단부 순으로 변형량이 커졌

으며, 상단부에서 최대 횡변형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서술

한 파괴모드와 연관되어 상단부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국

부적인 박리현상을 보이면서 파괴됨에 따라 상단부에서

의 횡방향변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3 기둥 내력 평가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재료실험 결과를 근거로 산

정된 콘크리트설계기준4)과 ACI5) 기준식으로 내력을 산

정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중심축력을 받는 기둥의 최대내력을 계산하는 식은 두 

기준에서 모두 동일한 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와 같이 중공이 있는 기둥의 경우에는 HPC, 충전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강도의 합으로 내력을 산정할 수 

있다. 식 (1)은 두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을 중공 PC

기둥에 적합하도록 정리한 것이다. 식 (1)에서 첫 번째 

항은 PC부분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중공내부에 충전

되는 그라우트 콘크리트를 나타내며 마지막 세 번째 항

은 철근에 의한 내력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와 기준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Fig. 7과 같다. 

Fig. 7로부터, 내부가 충전된 기둥의 경우에는 규준식에 

의한 최대내력에 대하여 104～111%로서 계산한 값이 실

험 결과와 좋은 대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

여기서, : HPC 압축강도, : 전체단면적, : 주근단

면적, , : 충전 그라우트의 단면적, 강도

그러나 중공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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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ression analysis result between strength ratio of 

hollow PC and D/t

Table 4 Comparisons of test result and calculation result

Specimen Exp. Eq.(1)
Exp./

Eq.(1)
Eq.(5)

Exp./

Eq.(5)

C-200 2958 2670 1.11 2670 1.11

C-240 2691 2550 1.06 2550 1.06

C-260 2652 2555 1.04 2555 1.04

U-200 2252 2303 0.98 2239 1.02

U-240 1665 1951 0.85 1686 1.02

U-260 1278 1750 0.73 1277 1.04

(a) fixed crack (b) rotating crack

Fig. 9 Discrete crack model

두 번째 중공부분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중공이 

커질수록 실험 결과가 계산 결과의 73～98% 배로서,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4 (d)～(f)의 

파괴상황과 같이, 실험체 상부에서 국부적인 파괴에 의

해 내력이 결정됨에 따라 HPC가 충분히 내력을 발휘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공율이 커짐에 

따라 HPC부재의 두께가 과도하게 얇아지게 되고 이 경

우에는 HPC부재가 작용축력에 대하여 박판과 같이 면외

변형을 일으키는 국부파괴에 의해 내력이 결정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철근을 제외한 중공 PC콘크리트만의 

실험강도와 식 (1)의 중공 PC콘크리트내력 비를 중공직

경과 HPC기둥의 두께(D/t)관계로 나타내면 Fig. 8과 같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식 (2)로 표현된 회귀식을 정리

하면, 식(4)와 같은 국부좌굴 영향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 (5)와 같이 미충전 HPC 기둥실험체 U200, U240, 

U260에 적용한 결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내

력과 국부좌굴 영향고려 계수를 고려하여 내력을 산정한 

결과와의 비가 102～104% 수준으로 HPC 기둥의 내력산

정을 적합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3)

를 유효두께 라 하면, 식 (3)은 식 (4)와 은 

계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식 (1)에 대입하면 국부좌

굴계수를 도입한 식 (5)와 같다.




일때   




≥일때   




(4)


 




 (5)

여기서, 는 PC판의 국부좌굴을 고려한 두께영향계수, 

는 중공 PC의 두께, 는 중공 PC의 유효두께, 는 기둥

의 폭 또는 깊이, 는 중공의 직경.

4. 해    석

4.1 유한요소 해석개요

중심축력을 받는 HPC기둥의 내부 충전여부에 따른 파

괴기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실험체들에 대하여 유한요

소해석을 실시하였다. 내부가 충전된 HPC기둥의 경우에

는 후 타설되는 충전 그라우트와 PC부분의 계면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을 실시하

였다.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MIDAS-FEA6)이다. 

4.2 균열 모델

콘크리트의 균열모델은 이산균열모델(discrete crack model)

과 분산균열모델(smeared crack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균열모델은 균열을 경계로 분리된 유한요소를 사용

하는 방법이며, 분산균열모델의 경우 균열이 분산 분포

된 것으로 가정하여 균열 위치에 분리된 요소를 사용하

는 방법이다. Fig. 9는 이산균열모델에서 직교균열과 회

전균열 모델을 나타낸다.

고정균열모델은 축이 결정되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균열면에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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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brittle) (b) Compression (multi-linear) (c) Shear (constance) (d) Bi-linear

Fig. 10 Material model

(a) 1.0 mm (b) 2.0 mm (c) 4.0 mm (d) 1.5 mm (e) 2.5 mm (f) 4.5 mm

Fig. 11 Stress distribution at each step Fig. 12 Crack distribution at each step 

재한다. 회전균열모델에서는 전 단계에서 발생한 균열을 

무시하며 현재의 주변형률 방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균열각이 수직인 경우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직교균열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균열 모델의 경

우 회전균열 비하여 강성과 강도를 약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회전균열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하였고 이 균열

모델의 이론적 배경은 전변형률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정압

축장 이론7)과 3차원 확장 모델8)로 구성되어 있고 콘크리트 

균열모델은 회전균열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4.3 계면의 접촉모델

HPC 합성기둥은 HPC와 충전콘크리트의 접촉면이 생

기기 때문에 이 접촉면의 정의가 필요하다. 계면조건의 

모델에서 접합접촉(symmetric weld contact)과 일반접촉

(symmetric general contact)의 두 가지 모델이 사용가능하

며 이 중 접합접촉은 두 면이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아 모델의 법선방향과 접선방향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일반접촉은 두 면이 해석 전에 붙어있으나 해석 중에 접

촉면이 분리되는 경우와 해석 중에 두 면이 접촉과 분리

를 반복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능이다. 

실제 HPC는 공장에서 원심력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내

부면, 즉 충전그라우트와 접촉되는 부분의 면이 매우 매

끄럽게 형성되고 원심력회전이 부유물 등에 의한 막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충전그라우트와

의 완전한 부착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는 

법선방향으로만 하중을 전달하는 일반접촉 모델을 이용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4.4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중심 축력을 받는 HPC기둥의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PC부와 채움콘크리트를 따로 모델링하여 압축모델은 

multi-linear로 정의하였고 주근과 횡보강근의 위치는 실

험체와 동일한 위치에 모델링하여 bi-linear로 철근의 재

료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정의는 

재료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경계조건은 하부에 변

위를 구속시켜 초기상태에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고 편심 없이 일정한 축력이 가력되도록 힌지를 가정하

였다. 하중의 가력은 변위를 점증시키는 방법으로 제어

하였다. 

비선형해석시에 일반적인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해법은 반복법을 사용한다. 반복법에서는 비선

형해석의 해가 되는 변위는 매 반복해석 증분변위의 누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MIDAS-FEA에서 사용 가능한 반

복법중에 수렴속도가 빠르고 적은 수의 반복을 통해서 

수렴하는 뉴튼 랩슨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

하였다. Fig. 10은 재료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4.5 해석 결과

Fig. 11과 12는 HPC 기둥의 응력분포 및 균열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결과, 응력분포는 초기에 기둥의 단

부에서 응력이 높았고 점차 중앙부 충전콘크리트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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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200 (b) C-240 (c) C-260

(d) U-200 (e) U-240 (f) U-260

Fig. 13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for test and FEA results

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실험 결과와 비슷하게 최대하중 

이후에 HPC 부재에서 국부적인 응력저하 현상과 변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IDAS-FEA에서는 균열은 파란색의 디스크형태로 나

타낼 수 있다. 해석 결과, 초기에 기둥의 상 · 하단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점차 중앙부로 균열이 진전되면서 최

대하중에 도달한 이후에 HPC 기둥의 전체 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공내부가 충전된 HPC 합성기둥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최대강도의 비는 94~95%수준으로 하중-변위관계

를 해석에서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충전 HPC 기둥의 경우 최대내력의 비가 63~81%으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미충전 HPC 기둥의 

실험에서 나타난 상부에서의 국부적인 파괴에 의한 면외

방향 좌굴현상을 해석에서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

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HPC 기둥의 중공률에 따른 압축성능을 

파악하고자, 중공률에 따른 압축실험과 유한요소해석 연

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공내부를 충전한 경우와 충전

하지 않은 두 경우에 대하여 모두 연구함으로써 시공단

계와 시공완료후의 구조재로서 설계를 위한 자료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실험과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중공 내부가 충전된 HPC 합성기둥의 초기균열하중 

및 초기강성은 중공직경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

났다. 미충전 HPC 기둥의 경우에는 중공직경이 커

질수록 초기강성 및 최대내력, 변형능력이 크게 저

하하였다. 이는 횡변형 및 응력의 집중이 기둥의 상

단부에서 집중되어 국부적인 면외방향의 변형으로 

기둥의 상단부 국부파괴에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2) HPC 기둥의 내력을 평가한 결과, 충전된 HPC 기둥

은 KCI 규준식에 의한 최대내력에 대하여 좋은 대

응을 보였으나, 중공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미충전 

HPC 기둥의 경우에는 중공직경이 커질수록 KCI 규

준식의 내력에 대해 실험강도의 차이가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충전 HPC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얻은 국부좌굴영향계수를 기존 규준

식에 적용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KCI 규준

식에 대해서 102~104% 수준으로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가 좋은 대응을 보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3개의 실험체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로서 제

안된 식의 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유한요소해석 해석 결과, 응력전달은 초기단부에서 

시작하여 중앙부로 점차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균열 양상은 기둥의 상하단부에서 균열이 발생

하였고 점차 중앙부로 균열이 진전되면서 최대하중

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

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하중변위 관계에서 전

반적으로 초기강성 및 전체적인 거동을 비교적 정

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충전 

HPC기둥에서의 국부적인 면외좌굴은 적절하게 고

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박

판이론을 근거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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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일련의 연구로부터, 중공이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hollewed precast concrete, HPC) 기둥를 사용할 경우, 일반

적인 PC기둥에 비하여 접합부 콘크리트를 충실하게 채울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합부의 고정도는 일체식 철근콘크리트(RC)와

같이 향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충전콘크리트로 중공부가 채워진 후, HPC부재와 충전콘크리트의 강도가 서로 다르

고 이 두 부재 사이에는 접촉면이 있음에 따라 합성구조와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되며 이는 합성된 기둥의 구조적 거동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HPC 기둥에서 중공의 크기와 중공부분 콘크리트의 채움 유무에 따른 기둥의 압축강도 시험

을 실시하였다. 중공의 비율은 35, 50 그리고 59%이며 실험체의 양단을 단순지지 형태로서 지지한 뒤 중심압축력을 기둥의 상단

에 작용시켰다. 또한 압축에 대한 HPC 기둥의 파괴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중공내부가 

충전콘크리트로 채워진 기둥에서, PC와 충전콘크리트의 강도차이와 상관없이 중공률은 기둥의 초기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둥의 압축강도는 중공률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HPC기둥의 

구조성능은 중공의 직경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HPC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경우에는 국부적인 파

괴가 전체 파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HPC기둥의 압축내력을 산정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서는, HPC와 충전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면을 고려할 경우,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좋은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중공 PC 기둥, 중심축력, 중공률, 충전콘크리트, 국부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