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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nlinear column model of an internally confined hollow (ICH) reinforced concrete (RC) column was suggested

and a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The suggested column model considered the confining effect and the material nonlinearity

of concrete. To verify the suggested column model, its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ers and a quasi static test performed in this study. They showed that the suggested column model was reasonable and had acceptable

accuracy. The results from parametric studies showed that the thickness of the internal tube, concrete strength, and the hollow ratio

of the ICH RC column affected it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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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 기둥은 가

장 널리 시공되고 있는 기둥이며, 자중의 감소 및 재료

의 절감을 위해 중공 RC 기둥 또한 널리 시공되고 있다.

중공 RC 기둥은 효율적인 단면특성을 갖고 있으나, 외

측 면의 콘크리트는 횡철근으로 구속되는 반면에, 중공

면의 콘크리트에는 구속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중공

면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공면 안쪽

의 콘크리트에 대한 구속응력의 부재는 중공 RC 기둥내

의 콘크리트를 2축 구속 상태로 만들게 된다. 구속된 콘

크리트는 비구속된 콘크리트에 비해 향상된 강도와 연성

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많은 연

구자들
1-7)
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단면에 따라 강도

와 연성에 대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 모델이 제시

되었으며, 응력-변형률 관계에 대한 경험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Mander 등
8)
에 의해서 구형단면과 원

형단면의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 가능한 응력-변형률 관

계를 정의할 수 있는 통합모델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RC 기둥의 외측 면을 구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중실 RC 기둥에 3축 구속력

을 제공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공 RC 기둥

내의 콘크리트는 2축 구속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와

같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다. 따라서 중공 RC 기둥 내의 콘크리트를 3축 구속하

기 위해서는 기둥 안쪽 면으로부터 작용하는 구속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택희 등
9)
은 Fig. 1

과 같이 중공 RC 기둥의 중공면에 강관을 삽입하여 콘

크리트에 3축 구속응력을 제공하는 합성 기둥을 제안하

고 내부구속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Mander 등
8)

이 제안한 콘크리트 통합 재료 모델을 이용하여 원형단

면을 갖는 내부 구속 중공 RC 기둥(internally confined

hollow RC column, 이하 ‘ICH RC 기둥’이라 함)의 파

괴모드와 비선형 재료모델을 제안하였다.
10)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ICH RC 기둥의 성능발휘를 위해서는 기둥의

파괴 시까지 콘크리트의 3축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이후, 중공 RC 기둥의 콘크리

트를 3축 구속하기 위해, 강관이나
11)

 파형강관
12)
을 기둥

의 내부에 삽입하여 내부 구속력을 제공하는 ICH RC 기

둥이 개발되고, 거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강관이 삽입된 ICH RC 기둥이 우수한 모멘트

저항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택희 등
10)
에 의해 제안된 콘크리트 재료 모델을 이용하

여, ICH RC 기둥의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선행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

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 연

구를 통하여 강관의 두께와 콘크리트의 강도, 중공비 등

이 ICH RC 기둥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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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모델

2.1 ICH RC 기둥의 파괴 모드

2.1.1 ICH RC 기둥 내의 평형방정식 

중공 RC 기둥에 관이 삽입되어 내부 구속되면, 부재내

의 콘크리트는 내부 관이나 외측 횡철근이 파괴되기 전

까지는 3축 구속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내부 구속 중공

RC 기둥에서 내부 관의 항복 또는 좌굴파괴와 외측 횡

철근의 항복 파괴를 고려한다면 세 가지의 파괴 모드를

가정할 수 있다.
10)

 첫 번째 파괴모드는 횡철근의 항복 이

전에 내부 관이 좌굴되거나 항복되어 파괴되는 경우이며

, 두 번째 파괴모드는 내부 관의 파괴 이전에 횡철근이

먼저 항복하여 파괴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 파괴모드는

횡철근과 내부 관이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파괴모드에서 콘크리트는 내부 관의 파괴

전까지 완전히 구속된다. 하지만, 내부 관의 파괴 이후에

는 내부의 관이 더 이상의 구속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콘

크리트는 2축 구속 상태가 되며, 이후 추가적인 하중에

의해 횡철근이 파괴되면서 기둥의 파괴가 이루어진다. 이

는 중공 RC 기둥에서의 콘크리트와 같은 응력상태이다.

Fig. 2는 콘크리트 부분에만 축하중을 받는 ICH RC 기

둥의 자유물체도를 보여주며, 내부 관의 파괴 전과 후의

구속응력은 식 (1)과 같은 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 

 내부 관 파괴 이전  (1a)

 내부 관 파괴 이후  (1b)

두 번째 파괴모드에서, 콘크리트는 횡철근이 항복하여

부재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구속된다. 이러한 파

괴 모드에서 부재의 파괴는 횡철근의 항복에 의해 결정

된다. 횡철근의 파괴 이전까지 콘크리트는 완전히 구속

되므로, 이 경우의 콘크리트는 중실 RC 기둥내의 콘크

리트와 동일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에서의 구속

응력은 식 (1a)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세 번째 파괴모드

는 두 번째 파괴 모드와 동일하게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동시에 세 번째의 파괴모드와 같이 내부 관

의 파괴 이전에 횡철근이 파괴될 때의 평형방정식은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l은 콘크리트에 작용하

는 구속응력, fyh는 횡철근의 항복 강도, ftube는 내부 관

에 작용하는 응력, t는 내부 관의 두께이다. 

(2)

ICH RC 기둥의 첫 번째 파괴모드에서, 콘크리트는 내

부 관이 파괴될 때까지 3축으로 구속되며, 내부 관의 파

괴 이후에는 구속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따

라서 내부 관의 파괴 이후에는 콘크리트는 2축 구속 상

태가 된다. 두 번째 파괴 모드에서는, 횡철근의 항복파

괴로 인해 더 이상의 구속응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기둥

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콘크리트는 완전한 3축 구속 상

태를 유지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ICH RC 기둥의 전체

파괴는 횡철근의 항복에 의존한다. 세 번째 파괴모드는

두 번째 파괴모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내부 관의

파괴 이전에는, Fig. 2(a) 및 식 (2)로부터 콘크리트에 작

용하는 구속응력을 식 (3)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Fig.

2(b)로부터, 내부 관에 작용하는 응력은 식 (4)와 같이 유

도된다. 따라서 유도된 구속응력은 중실 RC 기둥에서의

구속응력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내부 관의 파괴 이후에

콘크리트는 2축 구속되며, 중공 RC 기둥에서와 같은 상

태가 된다. 이 경우에, 원주방향의 구속응력(flc)은 존재하

나, 방사방향의 구속응력(flr)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된 식 (1b)를 적용하여, 식 (5)와 같이 유도된다. 

(3)

(4)

(5)

ICH RC 기둥에서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구속응력은 내

부 관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중실 RC 부재에서 작용하는

구속응력과 동일하며, 내부 관이 파괴된 이후에는 내부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중공 RC 부재에서의 구

속 응력과 같은 구속응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내부 관

에 작용하는 응력을 산정하여, 내부 관의 파괴 유무를

판별함으로써 ICH RC 기둥의 파괴 모드를 예측할 수 있

다. 식 (6)은 ICH RC 기둥의 파괴 모드를 판별할 수 있

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식을 이용하여 ICH

RC 기둥의 파괴 모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flc 0 flr 0  ;≠,≠

flr 0= flc 0  ;≠,

fl D′ Di–( ) 2ftubet+{ }s 2fyhAsp=

fl

2fyhAsp

D′s
-----------------=

ftube

flDi

2t
---------=

flc

2fyhAsp

D′ Di–( )s
-------------------------=

Fig. 1 Cross section of a circular ICH RC column

Fig. 2 Confining stress on concrete in an ICH RC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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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좌굴강도와 항복강도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괴 모드 1  (6a)

:파괴 모드 2 (6b)

:파괴 모드 3  (6c)

2.1.2 내부 관의 항복 파괴 조건

관의 항복강도와 좌굴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관의 두께이므로, ICH RC 기둥의 내부 관 두께

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기둥의 파괴 모드를 유도할 수

있다. 내부 관의 항복 조건은 식 (3)과 (4)로부터 식 (7)

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내부 관의 항복 이전에 횡철근

의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 관에 작용하는 응력

이 내부 관의 항복응력(fyt)보다 작아야 한다. 식 (7)과 같

은 조건에 따라, 내부 관의 최소두께에 대한 요구조건은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내부 관이 식 (8)의 조건

을 만족한다면, 내부 관의 항복파괴 보다 횡철근의 항복

이 먼저 발생한다.
10)

(7)

(8)

2.1.3 내부 관의 좌굴 파괴 조건

ICH RC 기둥의 내부 관은 콘크리트에 의해 일방향으

로 변위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unilaterally restrained)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10)

 내부 관의 좌굴 형상을 낮은 아치의

snap-through 좌굴 형상으로 가정하여 식 (9)와 같이 내

부 관의 좌굴강도(fbk)를 산정하였으며, 식 (4)와 (9)를 적

용하여(fbk > ftube), 내부 관의 조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내

부 관의 최소두께에 대한 조건을 식 (10)과 같이 제안하였

다. 파형관을 내부 관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Timoshenko

와 Woinowsky-Krieger
13)
의 연구를 적용하여, 식 (11)과

같이 등가 두께(teq)로 나타내었다. 

(9)

(10)

(11)

2.1.4 응력-변형률 관계

Mander 등
8)
이 제안한 콘크리트 모델은 식 (12)와 같은

Popovics
14)
의 제안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일정 구속 압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의 종국

파괴는 횡철근이 극한변형률에 도달하여 파괴되는 시점이다.

(12)

(13)

(14)

(15)

[MPa] (16)

3축 구속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

(fcc)는 식 (17)에 의해 계산되며,
8)
 2축 구속된 콘크리트

의 최대 강도는 식 (18)에 의해 계산된다.
10)

 최대 강도를

발휘할 때의 변형률(εcc)은 식 (19)에 의해 계산된다.
8)
 식

(19)에서 εco의 값으로는 0.002를 적용하였다. RC 기둥에

서, 횡철근은 전체 콘크리트를 완전히 구속하지 못하므

로, 콘크리트의 구속응력(fl)은 유효구속응력(f'l)으로 치환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식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감소계수(ke)의 값은 원형 후프철근의 값인

0.95를 적용하였다.
8)

(17)

(18)

(19)

(20)

3. 기둥 모델

ICH RC 기둥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에서 기술

된 제안된 콘크리트 모델
8,10)
을 이용하여 기둥 해석 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 모델은 축력-모멘트 상관관

계 해석 및 횡하중-횡변위 해석을 수행하도록 작성되었

다. 이 해석 모델에서는 내부 관과 콘크리트가 완전 합

성되었다고 가정되었으며, 기둥의 단면을 층별로 해석하

ftube fl im> smaller fyt fbk,( )=

ftube fl im< smaller fyt fbk,( )=

ftube flim= smaller fyt fbk,( )=

ftube

Di fyh Asp⋅ ⋅
D′ s t⋅ ⋅

---------------------------- fyt<=

t
Di fyh Asp⋅ ⋅

D′ s fyt⋅ ⋅
----------------------------> tyt=

fbk
2.27

3
----------  

t
2
E

Di

2
--------=

t
6

2.27
----------  

Di  

2
fyh Asp

D′Es
-----------------------> tbk=

teq 6ω f 

2
t 1

0.81

1 2.5
ω f

2ω l

--------⎝ ⎠
⎛ ⎞ 2+

----------------------------------–
3

=

fc

fcc x r⋅ ⋅

r 1– x
r

+
----------------------=

x
ε

εcc

------=

r
Ec

Ec Esec–( )
-------------------------=

Esec

fcc

εcc

------=

Ec 5000 fcc=

fcc fco 2.254 1
7.94fl′

fco

---------------+
2fl′
fco

--------– 1.254–
⎝ ⎠
⎜ ⎟
⎛ ⎞

=

fcc 2.75
fl′2

fco'

-------– 1.835fl′ fco+ +=

εcc εco 1 5
fcc

fco

------ 1–⎝ ⎠
⎛ ⎞+=

fl′ ke fl⋅=



652│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 (2009)

여 적분하는 방법인 단면해석(section-analysis)이 이용되었

다.
15)

 해석 모델은 구속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

은 두 가지 경우 및 내부 관이나 횡철근에 대해 적용되는

강재에 대해 비선형(nonlinear) 거동과 탄소성(elastoplastic)

거동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ig. 3에 이상화된 단면해석 개요를 나타내었으며, Figs.

4와 5는 적용된 콘크리트와 강재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낸다. 강재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식 (21)과 같이 표

현하였다. 해석은 Fig. 6과 같이 변형률 분포 단계에 따

라 이루어진다. 각각의 변형률 분포 단계에서 콘크리트,

종방향 철근 및 내부 관에 작용하는 각각의 응력이 계

산되며, 계산된 결과를 합산하여 식 (22)~(24)와 같이 해

당하는 변형률 분포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Pj), 모멘

트(Mj) 및 곡률(φj)을 산출한다. 

 

(21)

(22)

(23)

(24)

 

횡력과 횡변위는 각각의 변형률 분포 단계에서 계산된

모멘트와 곡률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 횡력의 경우에는

식 (25)와 같이 산출된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곡률의 분

포는 Fig. 7에서와 같이, 소성힌지 부분은 각 변형률 분

fs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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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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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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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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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j

εcc

Cb j,

---------=

Fig. 3 Section analysis using strain compatibility and layer-by-layer approach

Fig. 5 Stress-strain relation of steel

Fig. 4 Stress-strain relation of concrete

Fig. 6 Stages of strain distribution

Fig. 7 Curv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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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단계에서 계산된 곡률(φj)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선

형으로 감소하여 기둥 최상단의 곡률은 0이 된다고 가

정하였다. 기둥의 높이에 따른 곡률함수(φ(z))는 식 (26)

과 같이 표현된다. 소성힌지의 길이(Lp)는 Fig. 7에서의

모멘트 분포를 가정하여, 항복모멘트(My) 이상의 모멘트

가 작용하는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25)

(26b)

(26b)

곡률과 변위의 관계는 Fig. 8과 같이 가정하여 계산하

였다. Fig. 8에서와 같이 기둥을 높이에 따라 n개의 요소

로 분할하고, 각각의 요소의 길이를 Sj,i라 하고, i번째 요

소의 곡률에 의한 순수 회전각을 θ j,i라 정의하였다. 따라

서 i번째 요소의 실제 회전각은 전단계의 회전각 값이

누적되어 i번째 요소까지의 누적 회전각이 되며, 이로부

터 각각의 요소에 대한 변위 ∆j,i를 구할 수 있으며, j번

째 변형률 단계에서의 기둥 최상단의 변위(∆ j)는 각 요

소 변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

면, 식 (27)과 (28)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초기 축력을

응력으로 변환한 후, 이에 상응하는 초기 변형률을 갖도

록 하는 방법으로 초기 축력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해석

시, 횡철근, 종방향 철근 또는 콘크리트의 변형률 중 하

나가 각각의 극한변형률에 도달하는 경우를 기둥 파괴로

판단하고, 해석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복 콘크리

트의 경우,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을 초과하더라도 응력

이 0이 되지 않고, 식 (12)의 재료 관계식을 따라 응력

이 계산되도록 설정하였다.

(27)

(28)

4. 실험 및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

개발된 ICH RC 기둥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실시하

였다. 검증 대상은 일반적인 중실 RC 기둥(solid RC), 일

반 강관을 삽입한 중공 RC 기둥(ICH RC-ST), 파형강관

을 삽입한 중공 RC 기둥(ICH RC-CT)과 강관이 아닌

PVC 관을 삽입한 중공 RC 기둥(ICH RC-PVC)의 네 가

지 종류의 기둥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중, Solid RC 기

둥, ICH RC-ST 기둥, ICH RC-CT 기둥의 경우에는 기

존 연구자의 실험 결과
11,12)
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ICH

RC-PVC 기둥의 경우에는 직접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4.1 검증 대상 기둥의 제원

이 연구에서 실험이 수행된 ICH-PVC 기둥의 경우, 기

존 연구자
11,12)
의 실험에서 사용된 기둥 시험체와 동일한

제원을 갖도록 설계하고 동일한 하중조건에 실험을 수행

하였다. 기존연구
11,12)
와 이 연구에서 실험된 시험체의 외

경은 700 mm, 피복 콘크리트의 두께는 40 mm, 기초 상단

으로부터 가력점까지의 높이는 2,650 mm이다. 직경 13 mm

의 이형철근을 횡철근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성힌지 구간

에서는 66.7 mm의 간격으로 배근하여 1.334%의 횡철근을

가지며, 이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6)
에서 제시하는 기준

을 만족한다. 이외의 구간에서는 200 mm의 간격으로 배

치하였다. 19 mm 직경의 이형철근을 1.33%의 철근비를 갖

도록 하여 종방향 철근으로 사용하였으며, ICH RC기둥

시험체의 중공직경은 406.4 mm이다. 따라서 ICH RC 기

둥 시험체에는 12개의 종방향 철근을 배근하였고, solid

RC 기둥 시험체에는 16개의 종방향 철근을 배근하였다.

각각의 ICH RC 시험체에는 두께 9 mm의 일반 강관(ICH

RC-ST), 두께 2 mm의 파형강관(ICH RC-CT), 두께 13 mm

의 PVC관(ICH RC-PVC)이 삽입되었다. 파형강관의 경우

13 mm의 파고, 17.5 mm의 파경(wave radius)과 68 mm의

반주기(pitching wave)를 갖는다. 모든 시험체에 타설된 콘

크리트의 28일 강도는 3개의 공시체에 대하여, 21.66 MPa,

21.23 MPa, 22.28 MPa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인 21.72 MPa

를 적용하였다. Fig. 9는 검증 대상 기둥의 제원을 보여주

며, 사용된 재료의 성질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내부 관의 최소 두께에 대한 식 (8)과 (10)에 의해 계산

된 각 내부 관의 최소 요구 두께는, 일반 강관은(ICH RC-

ST) 1.28 mm, 파형강관(ICH RC-CT)은 1.53 mm, PVC관

(ICH RC-PVC)은 12.72 mm이다. 따라서 각 시험체는 모

두 파괴모드 2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ICH RC-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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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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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culating method of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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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은 예상되는 축강도의 10%인 534 kN의 일정 축력

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drift level을 증가시키는 준적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실험 시 적용된 하중재하

방법을 보여준다. ICH RC-PVC 기둥은 첫 번째 하중 사

이클에서 front side(push 시 인장을 받는 면)에 5개의 수

평균열이 발생하였고, rear side(push 시 압축을 받는 면)

에도 마찬가지로 5개의 수평균열이 발생하였다. 이 후 추

가적인 수평균열과 균열의 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drift

level = ±3.0에서 피복 박리가 시작되었고, drift level = ±4.0

에서부터 내측면의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듯 한 소리가

계속 발생하였다. 또한 drift level = ±5.0에서 피복 콘크

리트 탈락이 시작되었으며, drift level = ±7.0에서 종방향

철근이 1개 파단되고, drift level = ±8.0과 drift level = ±9.0

에서 종방향 철근이 각각 추가로 1개씩 파단되면서 실

험이 종료되었다. Table 2에 실험 시 관찰된 사항을 정

리하여 기록하였다.

Fig. 11은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경우에,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된 각각의 기둥에 대한 축력-모멘

트 상관도를 보여주며, Fig. 12는 ICH RC-PVC 기둥 시

험체의 제작 및 실험, 실험 후의 파괴 장면을 보여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unit : MPa)

Yield

strength

Ultimate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Longitudinal reinforcement 189.5 288.9 206,010

Transverse reinforcement 232.2 300.8 206,010

Flat steel tube
10)

378.2 588.6 206,010

Corrugated steel tube
11)

206.0 274.1 206,010

PVC tube 29.4 49.1 2,100

Fig. 9 Cross sectional dimension of designed column (mm)

Fig. 10 Loading history

Table 2 Observations during column test

Test
level

Drift
ratio (%)

Observations

1 0.50
Front side: Horizontal cracks at 40, 90 cm
Left side: Horizontal cracks at 30 cm
Right side: Horizontal cracks at 40 cm

2 −0.50
Rear side: Horizontal cracks at 25, 40 cm
Left side: Horizontal cracks at 60, 80 cm
Right side: Horizontal cracks at 80 cm

3 1.00
Front side: Horizontal cracks at 120 cm. Prop-
agation of the cracks. Diagonal cracks occurred.

4 −1.00
Rear side: Horizontal cracks at 120 cm. Prop-
agation of the cracks. 

5 1.50
Front side: Horizontal cracks at 10 cm. Prop-
agation of the cracks.

6 −1.50 Rear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7 2.00
Front side: Horizontal cracks at 140 cm. Prop-
agation of the cracks.

8 −2.00 Rear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9 3.00 Front side: Enlargement of the crack opening.

10 −3.00
Rear side: Enlargement of the crack opening.
Spalling started.

11 4.00
Front side: Sound of decomposition of internal
concrete.

12 −4.00
Rear side: Horizontal cracks at 20 cm. Prop-
agation of the cracks. 

13 5.00
Front side: Severe damage in the region of
plastic hinge.

14 −5.00
Rear side: Severe damage in the region of
plastic hinge. Spalling out of the cover con-
crete.

15 6.00
Front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Crush-
ing of cover concrete. Spalling out of the cover
concrete.

16 −6.00
Rear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Crushing
of cover concrete. Spalling out of the cover
concrete.

17 7.00
Front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Crush-
ing of cover concrete. Spalling out of the cover
concrete.

18 −7.00
Rear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Crushing
of cover concrete. Failure of one longitudinal
reinforcement

19 8.00
Front side: Propagation of the cracks. Crush-
ing of cover concrete. Spalling out of the cover
concrete.

20 −8.00
Rear side: Failure of one longitudinal rein-
forcement

21 9.00
Front side: Failure of one longitudinal rein-
forcement

22 −9.00 End of test

※Front side: pushing face
※Right side, left side: right and left faces of the push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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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ICH RC 시험체는 모두 해석 결과에서 파괴모드 2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Fig. 13의 실험 결과에서

도 항복 이후 구간에서 기둥의 최종 파괴 이전에 강도

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예측

과 같이 모든 시험체가 파괴모드 2를 갖고 거동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해석 결과에서, ICH RC-ST 기둥의 경우에는 삽입된

강관에 의해 휨강성이 크게 증가하여 solid RC 기둥보다

큰 휨모멘트에 저항하나, ICH RC-CT 기둥이나 ICH RC-

PVC 기둥의 경우에는 삽입된 관의 두께가 얇고(ICH RC-

CT), 재료의 탄성계수가 작아(ICH RC-PVC), 휨모멘트에

대한 저항성이 solid RC 기둥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각

각의 기둥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Fig. 13과Fig. 11 Axial load-bending moment interaction curve

Fig. 12 Construction and test result of ICH RC-PVC column

Fig. 13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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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ICH RC-ST 기둥과 ICH

RC PVC 기둥에 대해서는 각각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

보다 강도를 각각 약 12%와 4% 작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ICH RC-CT, solid RC 기둥에 대해서는

각각 약 0.4%와 14% 크게 강도를 평가하였다. Fig. 13

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속효과를 고려하지 않

은 경우(no consideration of confining effect)에는 구속효

과를 고려한 경우(proposed model)와 비교하였을 때, 기

둥의 항복 이전에는 구속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근사한

거동을 보이나, 항복 이후에는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구속효과를 고려한 경우나 실제 실험 결과

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부구속 중공

RC 기둥의 해석 시에는 반드시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직경과 중공

비의 ICH RC 기둥이더라도 일반강관을 삽입한 ICH RC-

ST 기둥이 PVC 관이 삽입된 ICH RC-PVC 기둥에 비해

약 2배정도의 강도는 갖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삽입된 내

부 강관의 종류에 따라 ICH RC 기둥의 거동이 큰 차이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기둥의 종국파괴가 발생하는 변위는 ICH RC-CT 기둥

을 제외한 기둥에 대해, 해석 결과가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보다 작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Park
17)
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실험체에 대한 극

한변위를 계산하였을 경우에도 ICH RC-CT 기둥을 제외

한 모든 시험체에 대해 해석 결과가 더 작은 값을 보여

주었다. 

Fig.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려한 경우보다 기둥의 강도와

최대변위가 작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실험과 해석 결

과에 따른 최대강도와 극한변위 값을 Table 3에 정리하

였으며,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로부터 삽입된 내부 관의

종류에 따라 강도와 변위에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삽입된 3종류의 내부 관 모두, 내부 구속력을

충분이 제공하여 콘크리트를 3축 구속 상태로 만들어 주

고, 파괴모드 2를 유도하나, 각각의 기둥의 강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속효과 이외에 부가적으로 기

둥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

경의 확대 없이, 내부 강관의 강성을 조절하여 전체 기

둥의 성능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시험체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

에 따라 계산된 에너지 연성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ICH RC-PVC 기둥의 경우, 극한에너지에 비해, 해석 결

과의 항복에너지가 실험값보다 작게 계산되어, 실험 결

과의 에너지 연성도 값보다 매우 큰 값을 가지나, 다른

시험체들의 에너지 연성도는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의해 계산된 값들이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4.2 매개변수 연구

개발된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CH RC 기둥에 대

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각 매개변수에 따른 기둥

의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매개변수로는 ICH RC 기둥

의 거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라고 생각되는 중공비, 내

부 관의 두께, 콘크리트의 강도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 대상 기둥의 제원과 재료의 성질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매개변수 연구에서는 초기축력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내부강관의 두께를 변

화시키는 경우(1~8 mm)에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중공비

를 각각 25 MPa와 0.6으로 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중공비를 변화시키는 경우(0.5~0.7)에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부강관의 두께를 25 MPa와 4 mm로 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경우(20~30 MPa)에는 중공비와 내부강관의 두께를 각각

0.6과 4 mm로 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s. 14~19

는 매개변수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s. 14와 15는 각각 내부강관의 두께변화에 따른 ICH

RC 기둥의 축력-모멘트 상관도와 하중-변위 관계를 보

여준다. 이 경우에 기둥을 파괴모드 2로 유도하기 위한

Table 3 Maximum load and ultimate strength

Specimen
Maximum load (kN) Ultimate displacement (mm)

Analysis Experiment Ratio (%) Analysis Experiment Ratio (%)

ICH RC-ST 468.48 529.92 88.41 148.86 156.00 95.42

ICH RC-CT 261.09 229.10 113.96 141.11 129.00 109.39

ICH RC-PVC 235.87 246.00 95.88 146.90 157.00 93.57

Solid RC 296.09 294.83 100.43 119.49 176.78 67.59

Table 4 Energy ductility ratio

Specimen

Experiment Analysis

Ultimate energy

(kN-m)

Yield energy

(kN-m)
Ductility ratio 

Ultimate energy

(kN-m)

Yield energy

(kN-m)

Ductility

ratio 

ICH RC-ST 70.65 8.986 7.86 61.40 8.03 7.65

ICH RC-CT 27.93 3.054 9.15 31.52 2.64 11.94

ICH RC-PVC 33.46 4.475 7.48 29.86 2.23 13.39

Solid RC 47.10 4.114 11.45 31.97 2.5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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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강관의 최소요구두께는 0.87 mm이며, 해석대상 기둥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한다. Fig. 14에서와 같이, 동일한 중

공비와 콘크리트 강도를 갖는 경우, 내부강관의 두께에

따라 기둥의 축강도와 모멘트 강도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균형 상태에서의 축강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는 내부 강관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기둥의 횡 저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었다. 

Figs. 16과 17은 중공비 변화에 따른 ICH RC-ST 기둥

의 해석 결과이다. Fig. 16에서와 같이, ICH RC 기둥의

중공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력에 주로 저항하는 콘크리트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여, 기둥의 축강도가 저하된다. 하

지만, 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강관의 직경증가에 따

라, 단면이차모멘트가 증가하여 휨강도가 증가하나, 증가

율은 크지 않다. 이 경우에도 균형상태에서의 축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감소율 또한 크다. Fig. 17

에서와 같이, 중공비가 증가함에 따라 횡 저항력과 국한

변위가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휨강도의 증가율이 크

Fig. 14 P-M interaction (Di / D' = 0.6, fco = 25 MPa)

Fig. 15 Load-displacement (Di / D' = 0.6, fco = 25 MPa)

Table 5 Geometry and material property

Geometric property Material property

Diameter of confined concrete 700 mm Ultimate strength of internal tube 550 MPa

Height of column 4,000 mm Ultimate strain of internal tube or reinforcement 0.16

Thickness of internal tube 1, 2, 4, 8 mm Modulus of elasticity of internal tube or reinforcement 200,000 MPa

Diameter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19 mm Yield strength of internal tube 380 MPa

Diameter of hollow section 420, 490, 560 mm Ultimate strength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400 MPa

Thickness of cover concrete 40 mm Yield strength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300 MPa

Spacing of transverse reinforcement 150 mm Yield strength of transverse reinforcement 300 MPa

Diameter of transverse reinforcement 12 mm Strength of unconfined concrete 20, 25, 30 MPa

Fig. 16 P-M interaction (t = 4 mm, fco = 25 MPa)

Fig. 17 Load-displacement (t = 4 mm, fco = 2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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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횡 저항력의 증가율 또한 크지 않다.

Figs. 18과 19는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를 보여준다. Fig. 18은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축강도와 모멘트 강도 모두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

한 Fig. 19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휨강도는 증가하나, 극한변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6에 해석대상 기둥의 평형상태에서의 축력과 모멘

트 및 축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공칭 모멘트, 모멘트

가 작용하지 않을 때의 공칭 축강도를 나타내었다. 내부

강관은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며, 콘크리트의 강도는 모

멘트와 축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해석대상 기둥에 대한 에너지 연성도와 변

위 연성도를 보여준다. 강관의 두께나 중공비에 따라서

는 연성도가 명확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나,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에 따라 극한변위가 감소하고, 극한에너지의

증가에 비해 항복에너지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연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20

은 ICH RC-ST 기둥에서 구성 재료에 따른 하중-변위 관

계를 보여준다.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피복 콘크리트는

극한변형률을 초과하여 파괴되며,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

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방향 철근과 내

부강관은 콘크리트에 비해 하중 저항 기여도가 작으며,

Fig. 18 P-M interaction (t = 4 mm, Di / D' = 0.6) Fig. 19 Load-displacement curve (t = 4 mm, Di / D' = 0.6)

Table 6 Balanced load and moment

Model
P0 (kN) M0 (kN-m) Pb (kN) Mb (kN-m) eb (mm)

t (mm) Di / D' fco (MPa)

1 0.6 25 9071.713 492.752 3423.974 964.910 281.810 

2 0.6 25 9671.123 604.365 3452.325 1017.192 294.640 

4 0.5 25 11312.757 722.884 3963.936 1092.470 275.602 

4 0.6 20 8983.534 763.738 2711.656 997.193 367.743 

4 0.6 25 10631.032 795.734 3355.477 1121.679 334.283 

4 0.6 30 12245.337 826.561 3901.992 1253.546 321.258 

4 0.7 25 9596.202 882.718 2758.840 1133.943 411.022 

8 0.6 25 12517.911 1114.721 3066.766 1328.241 433.108 

Table 7 Energy and displacement ductility

Model Energy ductility factor Displacement ductility factor

t (mm) Di / D' fco (MPa)
Yield energy

(kN-m)

Ultimate energy

(kN-m)

Ductility

factor

Yield displ.

(mm)

Ultimate displ.

(mm)

Ductility

factor

1 0.6 25 8.327 44.678 5.365 58.042 211.440 3.643 

2 0.6 25 8.547 46.989 5.498 58.042 211.440 3.643 

4 0.5 25 8.936 50.591 5.662 57.700 210.193 3.643 

4 0.6 20 9.693 53.191 5.487 64.311 241.166 3.750 

4 0.6 25 10.856 52.812 4.865 63.724 216.660 3.400 

4 0.6 30 12.131 54.947 4.529 64.281 205.698 3.200 

4 0.7 25 10.138 53.895 5.316 64.675 219.896 3.400 

8 0.6 25 12.184 59.632 4.894 64.271 207.877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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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콘크리트의 저항력이 감소하면서 기둥의 파괴가 발

생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내부 구속 중공(ICH, internally confined

hollow) 기둥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ICH RC 기둥의 비선형 해석 모델

을 개발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의한 실험 결과 이외에도, PVC를 내부 관으로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PVC관도 강관과 같이

내부 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ICH RC 기둥의 내부 관으로서, 강관 이외에도 PVC

관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관이 사용될 수 있다. 하

지만, 삽입된 내부 관에 의한 기둥의 뚜렷한 성능

증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재료로 제작된

내부 관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ICH RC 기둥에서 내부 관의 두께 변화는 기둥의

축강도와 모멘트 강도에 큰 영향을 준다. 내부 관

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축강도와 모멘트 강도는

증가하나, 기둥의 연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

다. 내부 관의 두께 변화로 기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둥 외경의 확대 없이 내부 관

만으로 강도의 증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ICH RC 기둥에서 중공비의 증가는 모멘트 강도를

소량 증가시키나, 다량의 축강도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중공비 증가에 따라 극한 변위가 증가하나 그

증가량은 크지 않다.

4) ICH RC 기둥에서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는 축강도

와 모멘트 강도 모두를 크게 증가시킨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한변위는 감소

하며, 연성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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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T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내부 관에 작용하는 모멘트

Mn 기둥의 중립축에 작용하는 모멘트

My 기둥의 항복 모멘트

M(z) 모멘트 함수

n 분할된 기둥의 요소 수

P0 편심이 없는 경우의 공칭 축강도

Fig. 20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 = 4 mm, Di / D'

= 0.6, fco = 2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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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내부 구속 중공 철근콘크리트(ICH RC,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기둥의 비선형해석 모

델을 제시하고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기둥 해석 모델은 콘크리트의 구속효과와 재료비선형을 고려하였

으며, 해석 결과와 이 연구에서 수행된 ICH RC 기둥 실험 결과 및 선행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 모델

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제안된 기둥 해석 모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내부

강관의 두께, 콘크리트의 강도와 중공비에 따른 ICH RC 기둥의 거동 특성을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 기둥, 합성, 비선형, 중공, 구속효과

Pb 평형상태에서의 편심이 없는 경우의 공칭 축강도

P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의 축하중 

P
CC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구속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축하중 

P
CV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피복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축하중 

P
R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종철근에 작용하는 축하중 

P
T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내부 관에 작용하는 축하중 

Pn 기둥의 중립축에 작용하는 축하중 

S j,i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i번째 기둥요소의 길이

s 횡철근 간격

t 내부 관의 두께

tbk 내부 관이 좌굴 파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 요구 두께

teq 파형 내부 관의 등가 두께 

tyt 내부 관이 항복 파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 요구 두께

ω f 파형의 파고

ω l 파형 반주기(pitching wave) 

z 기둥 최하단으로부터의 거리

∆ j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기둥 가력점의 변위

∆ j,i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i번째 기둥요소의 변위

ε 콘크리트의 축방향 변형률

εcc 구속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 때의 축방향 변형률

εco 비구속 콘크리트의 최대 강도 때의 축방향 변형률

εL 기둥 단면 좌단의 변형률

εR 기둥 단면 우단의 변형률

ε s 강재의 변형률

εu 강재의 극한변형률

εy 강재의 항복변형률

θ j,i j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i번째 기둥요소의 순수 회전각

φ j 번째 변형률 분포단계에서 기둥의 곡률

φ (z) 곡률 함수

Asp 횡철근의 단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