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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형 경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등장과 노후 교

량 교체 등으로 인해 기존 도로상에 교량을 건설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건설 공간과 기간으로 교량을 건

설하여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량

급속시공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특히, 차선감

소 및 교통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량 하부구조인 교

각의 효율적인 급속시공법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

었다.

교각의 급속시공에는, 다양한 교각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조립식 교각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조립

식 교각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현

장에서 최소의 공간과 시간 내에 일체화하는 것으로 현장타

설 콘크리트 교각에 비해 공간 및 교통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품질을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

공성이 우수하고, 내진성능 역시 우수한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교각에 대한 시공 및 연구가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Billington 등(2004)의 연구에서는 비부착 포스

트텐션 방식으로 지진손상을 제어하기 위한 구조시스템을 제

안하였다[1]. Ou 등(2006)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비부착 포

스트텐션을 가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 교각 시

스템을 제안하고 교각의 에너지흡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접

합면에 축방향 주철근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접합시키

는 시도를 하였다[2]. Yamashita 등(2006)은 지진하중에 대

한 복원능력이 우수한 비부착 텐던을 갖는 프리캐스트 교각

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3]. Wang 등(2008)은 연성거동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합부에 부착철근을 도

입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4].

국내에서도 이런 프리캐스트 교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김태훈 등(2008)의 연구에서는 교각과 기초, 교각

과 교각의 연결부에 전단저항 연결체와 프리스트레스 긴장

재를 동시에 이용한 구조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5]. 김현호

등(2007)은 교각과 기초, 교각과 교각의 연결에 강관과 강

봉,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를 동시에 이용하는 단면을 제안하

고 교각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6].

이 논문에서는 프리캐스트 합성교각 세그먼트를 현장에서

기초부와 연결하여 효율적인 급속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새

로운 조립식 합성교각을 제안하고 자기부상열차 선로시스템

을 대상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프리캐스트 합

성교각은 보강재로 철근대신에 강관을 사용하여 단면을 최

소화하였고, 강관의 기계적 결합을 통해 세그먼트를 연결하

여 모멘트, 축력 및 전단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 합성교각 세그먼트를 기초부와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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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하여 기초부에 앵커볼트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부상열차 선로 시스템을 대상으로 구

체적인 설계를 수행하여 실험에 사용될 교각의 단면과 높이

를 결정하였다(Fig. 2).

설계된 조립식 합성교각의 시공성과 내진성능을 실험적으

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립식 합성교각을 실제 크기

로 제작하여 조립한 후 이를 대상으로 유사정적 반복재하 실

험(Quasi-Static Cyclic Loading Test)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을 통해서 조립식 합성교각의 연성도와 에너지 소산능력을

검증하였으며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의 만족여부

를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사용하중 상태와 극한변형 상태

에서의 연결부의 거동도 분석하였다.

2. 실험개요

2.1 실험변수, 교각 제작 및 시공성

제안된 조립식 합성교각의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합성교

각 세그먼트간 연결부의 거동을 보기 위해 3개의 서로 다

른 연결부 상세를 갖는 조립식 합성교각 실험체를 제작하였

다(Table 1 참조). 기본이 되는 실험체로는 합성교각 세그먼

트와 기초부 연결 후 기초부 블록아웃에 연속 주철근을 배

근한(PCC-R, Fig. 2)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기본실험체와 제

원이 동일하지만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부 불록

아웃에 연속철근을 배근하지 않은(PCC-NR) 실험체를 제작

하였다. 이와 함께 교각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 조립식 시스

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성교각 세그먼트간의 연결부를 갖

는 실험체(PCC-CR)를 제작하였다. 합성교각의 세그먼트는

운반이 가능한 무게와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시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제작한 조립식 합성

교각 세그먼트를 실험동에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조립하였

다. 우선, 공장에서 앵커볼트(anchor bolt)를 연직도를 고려

하여 기초부에 매립하여 실험용 기초부를 완성하였다(Fig 3a

& 3b). 이와 함께, 기초부와 연결되는 합성교각 세그먼트를

보강재로 사용된 강관 하부에 베이스플레이트를 용접 연결

하여 제작하였다(Fig. 3c & 3d). 이어 실험동에서 세그먼트

를 베이스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기초부의 앵커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Fig. 3e & 3f). 끝으로, 기초부의 블록

아웃에 연속 주철근을 배근하고(PCC-R & PCC-CR) 무수축

모르타르로 마감을 하였다(Fig. 3g & 3h).

실험동에서 소요된 조립시간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약 4

시간 정도이므로, 제안된 조립식 합성교각의 기초부를 제외

한 현장시공시간은 교각 당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기

존 RC 교각에 비해 매우 우수한 급속시공 성능을 갖는 것

으로 판단된다.

2.2 실험 방법

조립식 합성교각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준정적 반

복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교각에서 위험단면은 일반적으로 1.0D ~ 1.5D(D:교각 단

면지름)까지이므로 기초와 교각연결부로부터 1.0m 이내의 횡

방향 철근과 강관 및 앵커볼트에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

을 측정하였다. 하중 재하점의 수평하중은 가력기에 설치된

로드셀에서 측정하였고, 수평변위는 별도로 설치된 변위계

Table 1 Test specimen

Type Connections Segment

Rebar 

arrangement

in blockout

PCC-NR
foundation + 

column
4.55m -

PCC-R
foundation + 

column
4.55m

H25

8@250mm

PCC-CR
foundation + 

column + column
3.30m, 1.25m

H25

8@250mm

PCC : Prefabricated Composite Column,

NR: Non-Reinforced, R: Reinforced, CR: Connection & Reinforced

Fig. 1 Prefabricated composite column system

Fig. 2 Dimension of prefabricated composite columns (P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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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서 계측하였다(Fig. 4, Fig. 5).

자중을 모사한 연직하중은 강봉과 실험체 상부에 설치된

가력기를 사용하여 도입되도록 하였고(Fig. 5), 자기부상열

차의 상부하중인 1,800kN을 변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작

용하도록 하였다.

실험 중, 횡방향 하중은 최대변위 ±600mm인 3,500kN 가

력기를 이용하여 변위제어로 재하하였다. 변위제어방법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각유효길이에 대한 드리프트

비율(Drift Ratio)로써 각 단계별로 2회씩 반복 재하하여 동

일 하중 진폭에 대한 교각의 거동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Drift Ratio는 기초상단에서 가력지점 높이인 3.55m의 ±0.25%,

±0.5%, ±1.0%, ±2.0%, ±3.0%, ±4.0%... 단계로 변위이력을

증가시켜 파괴 시 까지 도입하였다.

3. 실험결과

3.1 하중-변위 거동

조립식 합성교각의 반복재하 시 대표적인 손상형태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세 실험체 모두 드리프트비율(Drift Ratio)

2% 부근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였고, 횡방향 변위가 커지

면서 합성교각 하부 강관 외벽의 콘크리트가 탈락한 후 강

성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Drift Ratio 10% 부근에서 강관이

좌굴하면서 급격한 강성 저하를 보였다.

PCC-NR, PCC-R 및 PCC-CR 실험체의 하중-변위 이력곡

선을 Fig. 8 에 각각 나타내었다. 드리프트비율 10%에 이르

기 전까지 안정적이며 우수한 에너지소산능력을 보이고 있다.

조립식 합성교각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실험변수를 갖는 PCC-NR, PCC-R 및

PCC-CR 모두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이는 기초부 블

Fig. 3 Fabrication of prefabricated composited column

Fig. 4 Sensors configuration(unit : mm)

Fig. 5 Test setup

Fig. 6 Transverse repeated loa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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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아웃의 연속 주철근이 없어도 제안된 조립식 합성교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의 연

결부가 설계에서 요구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PCC-CR의 경우 드리프트비

율 11.91%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지만 무수축모르터로 마감

처리한 연결부에서의 박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Fig. 10은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 연결부 볼트의 변형률을

드리프트비율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Fig. 11은 기초부와 합

성교각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앵커볼트의 하중-변형률 이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와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각 연결부의 변형률은 사용하중은 물론, 극한하중 하에

서도 강재의 탄성한계 내에 있다. 또한, 세그먼트 간 연결

부의 경우(Fig. 10), 드리프트비율 2% 이상에서는 변위가 증

가해도 변형률이 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사용하중 상태에서의 탄성 거동 및 극한하중 하에서도

합성교각 하부에 발생한 소성힌지 때문에, 각 연결부는 손

상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Damage feature of PCC-CR

Fig. 8 Load-displacement hysteresis

Fig. 9 Load-displacement envelope curve

Fig. 10 Strain of anchor bolt by drift ratio(PCC-CR)

Fig. 11 Load-strain hysteresis(P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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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각 실험체의 기초부의 균열형상을 나타낸 것이

다. 전체적인 주 균열양상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기초부 블록아웃에 연속 주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PCC-

NR 부재의 경우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했음에도 양생 시

수화열과 건조수축에 의해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 이 때

문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초부에 발생한 균열은 비록 구조적 거동에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기초부 블록아웃에 균열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변위연성도 평가

구조형식, 교각길이, 교각의 구속조건에 따른 구조물의 소

성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변위연성도는 항복변위에 대한 극

한변위의 비(µ∆= ∆u/∆y)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변위 곡선상에서 최대 횡력 Pmax

를 지나는 수평선과 원점에서 Pmax의 75%에 해당하는 횡력

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을 항복변위로 결정하고, 극한변위

는 하중-변위 곡선상에서 극한점 이후 하강 곡선상에서

0.85Pmax때의 변위로 정의하였다.[5]

변위연성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하

중은 항복변위와 극한 변위에서의 값을 각각 나타낸 것이

다. 조립식 합성교각 실험체 모두 변위연성도 6이상의 우수

한 값을 나타내었다. 기초부와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 연결

부의 연속 주철근 배근 유무는 변위연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 연결부가 있는 PCC-CR

의 경우에도 합성교각이 일체형인 PCC-R과 변위연성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인 RC교각의 변위연성도는 5에서 6 이내이며, 내

진설계가 된 RC교각의 경우 요구변위연성도를 5로 가정하

는 것을 감안할 때[6], 제안된 조립식 합성교각은 내진설계

된 RC교각에 비해서 우수한 내진거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한편, 극한변위에 대한 교각의 유효높이의 비로 전체적인

변형 능력을 나타내는 극한드리프트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세

교각의 변형성능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PCC-NR, PCC-

R 및 PCC-CR의 극한드리프트비율은 각각 9.56%, 10.31%

및 11.91%로 PCC-R을 기준으로 블록아웃에 주철근을 배근

하지 않은 경우가 7% 작고, 주철근을 배근하는 교각간 연

결부가 있는 경우 16% 큰 값을 나타내었다. 특이한 점은 극

한변위가 큰 경우는 상대적으로 초기강성이 작고 항복변위

가 커서 결국 세 실험체 모두 비슷한 변위연성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체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러한 거동의 차이가 실험체의 상세 때문인지 콘크리트 실험

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험체간의 분산성 때문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에너지소산능력 평가

교각의 에너지소산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누적에너지 흡

수량(Cumulative energy absorption capacity)을 분석하였으

며, Fig. 14와 같이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내부면적으로 정

의하였다[7].

실험에서 얻은 조립식 합성교각의 누적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여 Fig. 15에 나타내었다. PCC-R과 PCC-NR의 비교

Fig. 12 Cracks at blockout

Fig. 13 Yielding, ultimate displacement definition

Table 2 Displacement ductility

Type PCC-NR PCC-R PCC-CR

Yield load (kN) 982.80 1046.34 1106.10

Yield displacement (mm) 51.78 54.55 63.64

Ultimate load (kN) 1310.40 1395.12 1474.80

Ultimate displacement (mm) 339.29 365.91 422.73

Ultimate Drift ratio (%) 9.56 10.31 11.91

Displacement ductility 6.55 6.71 6.64

Fig. 14 Cumulative energy absorption curv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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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에너지소산능력 역시 기초부 블록아웃의 연속 주철

근 배근 유무와 관계없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CC-CR의 경우,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 연결부 때문에, PCC-

NR 및 PCC-R보다 에너지 소산이 약 10%정도 증가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교각의 급속시공을 위해 조립식 합성교각을 제안하고 유

사정적 반복재하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제 크기의 조립식 합성교각 세 개의 조립시간을 측

정한 결과 평균 4시간 소요되어, 제안된 조립식 합성교각이

우수한 급속시공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준정적 반복재하 실험 결과, 조립식 합성교각은 구조

적으로 일체로 거동하였고 내진설계된 RC교각과 비교하여

우수한 변위연성도 및 에너지소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3)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 연결부나 기초부와 합성교각 세

그먼트 간의 연결부는 설계에서 의도한 대로 사용하중은 물

론 극한하중 하에서도 손상을 받지 않았다.

(4) 기초부와 합성교각 세그먼트 간의 연결부에 연속 주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경우, 구조적 거동에는 문제가 없었

으나 양생 시 블록아웃부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

립식 합성교각의 장기 내구성을 위해 기초부 블록아웃부에

균열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철근은 배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도심지 및 급속시공이 요구되는 현장에 제안된 조

립식 합성교각을 이용한 급속시공법이 적용되면 시공기간 단

축과 환경문제 및 민원의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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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ccumulation energy absorp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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