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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alled Pier-Shafts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continuous column and shaft is often used 

to support the highway bridge structure because of advantages in easy construction and low cost. 

In the earthquake region, the Pier-Shafts system undergoes large displacements and represents a 

nonlinear behavior under the lateral seismic loading. The soil-pile intera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Pier-Shafts system. In this study, a transverse response of a 

reinforced concrete Pier-Shafts system inside multi-layered soil medium is predicted using a finite 

element program which adopts an elasto-plastic interface model for the interface behavior between 

the shaft and the soil. Then, seismic analysis is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ier-Shafts system under strong ground motion and their results are verified with experimental data.  

요  약

   최근 기술 인 발 과 더불어 경제 이고 신속한 시공성 그리고 내진성능 향상을 하여 별도의 

말뚝캡을 설치하지 않고 말뚝과 기둥을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는 이른바 말뚝기 -교각의 일체화구조

(Pier-Shafts)가 국·내외에서 많이 용되고 있다. Pier-Shafts의 경우, 기 부분이 기존의 기 형식과

는 달리 고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고정  는 탄성지반상의 보 이론에 기 한 해석법 등 종

의 단순해석법이 용되지 않으며, 구조물과 지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상·하부의 일체화에 따른 연속성 등 구조 인 특성으로 인해 큰 수평 변 가 발생될 수 있기 때

문에 횡방향 거동에 한 정 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성모델, 지

반 구성모델  두께를 갖는 탄소성 경계면 모델을 용한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반층을 고려한 Pier-Shafts의 거동을 분석하 으며, 기존의 실험  해석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해

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지진하 을 받는 Pier-Shafts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지

반을 고려한 체 Pier-Shafts 시스템에 한 내진해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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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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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ier-Shafts는 상부 교각과 하부 기 가 일체화된 시스템으로써 재 국내·외의 많은 건설 장에 

용되고 있다. Pier-Shafts는 시공의 간편함과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 감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기존

의 말뚝기 와 달리 말뚝 개수가 으므로 비교  큰 수평  수직하 을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Pier-Shafts는 기 부분이 다양한 지반에 걸쳐 깊이 근입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과 지반의 상호작용

을 고려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지반 사이의 괴 메카니즘에 해서도 실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Pier-Shafts는 지진 등의 수평하 에 하여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수평하  받는 

Pier-Shafts의 반 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과 지반 사이의 경계면 

거동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해 두께를 갖는 탄소성 경계면 모델을 용하여 수평하 을 받는 

Pier-Shafts의 거동을 측하 다. 한, 지진하 을 받는 Pier-Shafts에 해서 구조물과 지반을 하나

의 시스템으로 고려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2. 재료의 구성모델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한 평균화된 구성법칙의 조합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구성모델
1)과 

반복주기하 을 받는 지반층의 비선형 응답을 측할 수 있는 Ohsaki 지반모델2)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와 

지반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다 사실 으로 나타내기 해 개발된 두께를 갖는 탄소성 경계면 모델3)을 

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3. Pier-Shafts의 횡방향 거동 분석  검증

  정 하   반복하 에 따른 Pier-Shafts의 횡방향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해석기법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Kerop D. Janoyan et al.(2007)의 실험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4). 상 구조물은 

그림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표면 로 12.2m, 지표면 아래로 14.6m의 길이를 갖는 Pier-Shafts 

시스템으로서, 유한요소해석을 해 주변 지반과 함께 모델링하 으며 지반과 콘크리트 사이에 두께를 

갖는 탄소성 경계면 요소를 용하 다5,6). 그림 1(b)는 pier-shaft의 제원  상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24MPa, 수직철근비 2.00%, 수평철근비 0.84%를 용하 다. 지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지반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7).

(a) Pier-Shafts 형상  모델링 (b) Pier-Shafts 제원

그림 1 Pier-Shafts의 모델링과 제원



① ② ③ ④

Poisson's ratio 0.46 0.30 0.46 0.3

N-value 8 10 17 19

Young's modulus (MPa) 181.24 192.92 331.24 332.39

Initial shear stiffness (MPa) 62.07 74.20 113.44 123.99

Shear velocity (m/sec) 174.39 190.67 235.75 246.49

표 1 Pier-Shafts의 지반물성치

① ② ③ ④ ⑤ ⑥

Poisson's ratio 0.4 0.4 0.35 0.35 0.3 0.25

Young's modulus (MPa) 207.76 256.28 482.47 679.17 699.13 1161.06

Initial shear stiffness(MPa) 74.20 91.53 178.69 251.54 269.90 464.43

Shear velocity (m/sec) 206.82 223.22 303.59 351.08 354.24 420.11

표 2 인천 교 속교 지반 물성치

그림 3 상 pier-shaft의 형상  모델링 

  그림 2는 정   반복하  따른 

Pier-Shafts 선단의 하 -변 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2(a)는 수평 정 하

에 한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본 연구

의 해석결과가 기존의 실험  해석결과

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b)는 수평 반복하 에 한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본 연구의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께

를 갖는 탄소성 경계면 모델을 용한 본 연구의 해석 기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수평 정 하  결과 (b) 수평 반복하  결과

그림 2 수평 정 하 과 반복하 에 따른 하 -변  곡선

4. Pier-Shaft system의 내진성능평가 

  그림 3은 최근 국내에서 Pier-Shafts 형식으로 시공 인 

인천 교 속교 일부의 제원과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 것

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5MPa, 수직철근비 1.53%이

며, 지반과 Pier-Shafts 사이에는 두께를 갖는 탄소성 경계

면 모델을 용하 다. 지반은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시 사용된 물성치는 표 2와 같다8). 본 연구에

서는 수평방향 818gal, 수직방향 323gal의 최  지진가속도

를 갖는 고베(Kobe) 지진시에 기록된 지진가속도를 용하

여 내진해석을 실시하 다. 

  그림 4는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의 상 pier-shaft의 지

진거동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a)는 시간에 따라 

pier-shaft에 발생되는 평균 단력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b)는 평균 단변형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er-shaft에 유발되는 평균 단력

이나 단변형이 비교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4(c)는 평균 

2008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31

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휨 보강성능 연구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Concrete Beam applying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CNSM) Method

 with the Various Strengthening Length of the CFRP plate.

        오홍섭*         심종성**       주민 ***       권 락****        이기홍*****        

      Oh, Hongseob   Sim, Jongsung    Ju, Minkwan   Kwon, Youngrac   Lee, Kihong

    *정회원, 진주산업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회원, 한양 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회원, 한양 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정회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연구원

*****정회원, 한양 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비탄성 변형률을 나타낸 것으로 pier-shaft에 발생되는 손상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손상정도 역시 비

교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베지진과 같은 강진에 해서도 구조물에 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pier-shaft 시스템의 뛰어난 연성거동 특성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pier-shaft 시스템은 경제

인 효과와 함께 탁월한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Induced shear force (b) Mean shear deformation (c) Damage level

그림 4 Pier-shaft 시스템의 내진 성능평가

4. 결 론

1.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 두께를 갖는 탄소성 모델을 용하여 수평 단조하   반복하 을 받는 

pier-shaft 시스템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Pier-shaft 형식이 용된 실제 교량에 한 지진해석을 통해 pier-shaft 시스템의 내진특성을 분석

하 으며, 고유의 연성 거동 특성으로 인해 탁월한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3. Pier-shaft 시스템은 시공성  경제성이 탁월하여 앞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되

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통해 보다 합리 인 설계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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