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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types of cast-in-place concrete-filled hollow PC (HPC1, HPC2) columns were developed to reduce lifting load of 

heavy-weight PC columns and to improve the structural integrity of joints. To form the hollow PC columns, a couple of prefabricated 

PC panels was used for HPC1, and special hoops were used for HPC2. Lateral pressure of wet concrete on PC faces was measured 

while placing the concrete inside the columns. To evaluate the seismic resistance, full scale specimens of two HPC columns and a 

conventional RC column were tested under combined axial compression and lateral cyclic loading.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HPC columns such as intial stiffness, maximum strength, and displacement ductility was 

comparable to that of the conventional RC column, but the energy dissipation of HPC2 slightly decreased after rebar-buckling. 

However, all the test specimens satisfied the energy dissipation requirement specified in ACI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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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부재를 공장에서 선제작한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PC

공법은 현장인건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하지만 

대형기둥 또는 장주와 같은 중량기둥의 경우, 과도한 양

중부하(양중무게 또는 양중횟수)로 인해 제작, 운송, 설치 

등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로 인해 중량기둥의 All PC화

(부재 전체를 PC화)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

라 중량기둥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타설 RC 또는 분절 

PC(부재를 길이방향으로 분절하여 제작한 후, 현장에서 

분절간 조립)공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RC공법의 경우 공

기가 지연되며, 특히 대형기둥 또는 장주에 대하여 전 길

이방향으로 일일이 단면을 관통하여 띠철근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횡철근량도 많아 시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이 있다. 분절 PC의 경우에는 양중횟수가 늘고 분절간 이

음개소수 증가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중량기둥에 대한 해법으로써, 부재의 외각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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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선제작하여 PC화하고 심부(또는 중공부)는 현

장타설하는 부분 PC공법(half precast concrete, 이하 HPC

공법)이 가능하다. HPC공법은 보와 슬래브와 같은 수평

부재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제작 및 연결상 

세로 인해 기둥과 벽체와 같은 수직부재에 대해서는 관

련공법의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채움 중공 PC기둥인 HPC공법은 

주철근과 횡철근이 설치된 중공 PC부가 자체적으로 구

조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부타설시 거푸집 역할도 수

행한다. 따라서 RC대비 현장에서의 철근 및 거푸집공사

가 생략되므로 공기가 단축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며, 

시공이 간소화된다. PC와 대비해서는 양중부하를 줄이고 

제작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기존 PC가 가지는 장점(고

품질, 친환경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접합부 일체

타설로 인해 기존 PC의 한계점인 접합부의 성능도 개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공 PC는 내 ․ 외부 몰드를 이용하면 쉽게 

제작이 가능하지만, 기둥의 경우 단면을 관통하는 띠철

근(cross-tie)과 내부몰드와의 간섭문제로 인해 중공의 구

현 또는 충분한 중공율 확보가 쉽지 않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1990년대부터 Hollow, Shell, 또는 Semi PC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공법이 활발히 연구 및 현장적용 

중이며, 주로 원심력을 이용하거나 띠철근의 간섭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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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rete casting for 1st and 2nd PC faces & rotation

(b) Concrete casting for 3rd PC face (c) Concrete casting for 4th PC face 

(Completion of hollow PC column)

(d) Concrete-core casting

Fig. 1 Manufacturing method of HPC1 column

(a) Reinforcing cage (b) Molds (c) Completion of 

hollow PC column

(d) Concrete-core casting

Fig. 2 Manufacturing method of HPC2 column

해 일일이 내부몰드를 삽입하여 제작한다. 하지만 기존

의 원심성형법과 내부몰드식은 제작비가 증가하고 품질 

또는 응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1-5)

이 연구에서는 중량기둥의 PC화를 위해 기존 제작공

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HPC공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HPC기둥의 구조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구조성능과 제작성을 고려하여 중공 HPC기둥의 제

작방법 2가지를 제안하였다. 

2) 실물크기의 HPC기둥 2개 및 RC기둥 1개에 대하여 

주기하중실험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HPC기둥의 초기강성, 강도, 

연성, 에너지소산능력 등을 평가하였으며, ACI 374 

등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2. HPC 기둥공법의 개발

Fig. 1과 2는 개발된 HPC기둥의 제작방법을 보여준다. 

HPC1은 선제작된 PC패널 한 쌍과 중력타설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패널조립형 HPC기둥이다(Fig. 1). 현행 설계기

준의 철근상세를 만족하도록 주철근과 횡철근으로 이루

어진 조립철근망 반절을 각각 설치하여 PC패널 한 쌍을 

선제작한다(Fig. 1(a)). 이 PC패널 한 쌍을 서로 마주보도

록 90° 회전하여 단면의 좌우 양면(제 1, 2 PC면)을 구성

하고, 단면의 상하부에 주철근을 추가배근한 뒤 중력타

설을 통해 하면(제 3 PC면)을 구성한다(Fig. 1(b)). 이후, 

반전기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단면을 180° 회전시킨 

뒤, 중력타설을 통해 마지막 면(제 4 PC면)을 구성한다

(Fig. 1(c)). 이렇게 완성된 중공 PC기둥을 현장에서 설치

한 후 심부타설한다(Fig. 1(d)). 모서리 대각띠철근은 분

리타설되는 4면을 완전연결하면서, 심부타설시 중공 PC

의 측압저항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패널조립

형 HPC기둥(HPC1)은 비록 회전 및 분리타설이 요구되어 

다소 제작성이 떨어지지만, 중력타설방식을 사용하여 몰

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각형단면내에서는 어떠한 배근이

라도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C부를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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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est specimens

Speci

-mens

Dimensions

×

(mm×mm)

Length

(mm)

Hollow 

ratio (%)

Longitudinal 

re-bars

Transverse

re-bars



(1)

(kN-m)



(2)

(kN)



(3)

(kN) 



RC

700×700 4000

-

20-D25

(SD400:

=460 MPa)

=2.16%

Ends

middle

D10@175 mm

D10@350 mm 

=1.16%

=0.58%
1654.2 1110.7 447.1 2.48

HPC1 62
Ends

middle

D10@175 mm

D10@350 mm 

=2.33%

=1.16%
1648.9 1578.8 445.6 3.54

HPC2 51

Ends

middle

Ends

middle

D10@175 mm 

D10@350 mm

D16@175 mm 

D16@350 mm

=0.58%

=0.29%

=1.60%

=0.80%

1604.3 1679.6 433.6 3.87

(1)
Predicted maximum moment capacity calculated from  interaction curve (cross-sectional analysis)

(2)
Shear strength calculated by using    ′ 

(3)
Predicted maximum lateral load calculated by using 


′ . where, ′  = net height of column (=3700 mm)

(a) RC (b) HPC1 (c) HPC2

Fig. 3 Cross-sections of test specimens

여 중공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특대형단면에 적합하다. 

HPC2는 단면을 관통하지 않으면서 주철근의 좌굴방지 

및 심부 콘크리트 횡구속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이중 대

근 및 안장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안장띠철근형 

HPC기둥이다(Fig. 2). 외대근과 안장띠철근은 최측에서 

주철근을 둘러싸며, 안장띠철근의 양단 90도 표준갈고리

는 단면의 안쪽에 위치한 내대근에 정착된다(Fig. 2(a)). 

단면을 관통하지 않으면서 주철근의 좌굴방지 및 심부 

콘크리트 횡구속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대근 및 안장

띠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내대근은 안장띠철근을 정착한

다(Fig. 2(a)). 추가로 모서리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각 안장띠철근을 보강하였다. 조립철근망 내·외부로 몰

드를 설치하여 1회 타설로 제작가능하며(Fig. 2(b), (c)), 

내부몰드의 제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존치하거나 고무

튜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안장띠철근형 HPC기둥

(HPC2)은 기존의 중공교각 또는 벽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써, 횡철근배근과 측압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일정이상의 

PC부 두께가 요구된다. 원형단면도 적용가능하며, 중대

형단면에 적합하다. 그리고 실제 HPC기둥의 접합으로 

겹침이음, 기계식이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연구범위를 기둥 단면의 성능에 초점을 두어, 실제 기

둥의 연결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3.1 실험체 구성 및 재료

Table 1과 Fig. 3 그리고 Fig. 4는 RC와 HPC1(패널조립

형), HPC2(안장띠철근형) 실험체의 단면구성과 치수를 

보여준다. RC와 HPC1의 단면구성은 동일하며, 모든 실

험체의 단면크기는 700 mm×700 mm, 콘크리트 피복두께

는 30 mm, 기둥길이는 4000 mm이다. HPC1의 PC부 두께

는 75 mm이며, HPC2는 100 mm이다. 이 경우 HPC1과 HPC2

의 중공율은 각각 62%, 51%이다(Fig. 3). 참고로 두께는 

제작공법별로 고정된 값이 아니며, 시공하중, 보 부재의 

걸침길이, 심부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철근은 20-D25(SD400)가 사용되었으며(주철근비 약 

2.16%), 기초하단에 매립된 20 mm 강판에 용접하여 정착

하였다(Fig. 4). 

횡철근은 D10(SD400)이 사용되었다. 다만, 안장띠철근

을 정착하는 HPC2 내대근에는 D16(SD400)이 사용되었

으며, 내부몰드 설치를 위해 90°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겹친 후 모살용접하였다. 횡철근의 수직간격은 D/2인 

350 mm이며, 잠재 소성힌지영역(하단부) 및 가력부에서

는 수직간격을 절반(175 mm)으로 줄였다.

각 실험체의 횡철근비는 ACI 318-08
6)

 및 KCI 2007
7)
의 

휨과 축력을 받는 특수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규정을 만

족한다(Table 1). 해당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형 띠철

근의 최소 횡철근비는 다음 식 (1)과 같다.


min




 


 (1)

여기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는 띠철근 항

복강도(MPa), 는 기둥 전체 단면적(mm
2
), 는 띠철

근 외곽으로 측정한 단면적(mm
2
)이다.  =40 MPa, 

=400 MPa, =1.09인 경우, 최소 횡철근비는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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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PC1 (b) HPC2

Fig. 4 Dimensions and configuration of test specimens (units: mm)

Table 2 Properties of concrete

Specimens
Slump

(mm)


max

(1)

(mm)

Strength,

 (MPa)

PC

conc.

H

P

C

1

1st & 2nd faces 120 25 45.3

3rd face 120 25 43.3

4th face 500 20 39.6

HPC2 600 20 37.7

RC & Core concrete 120 25 40.1

(1)
Maximum aggregate size

Table 3 Tensile strength test results of re-bars

Size
Area

(mm
2
)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D10 71.3 434.0 685.4 11.6

D16 195.6 533.5 662.7 24.7

D25 506.7 459.7 610.3 23.6

이다. 

Table 2는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재료물성치이

다. 28일재령 설계압축강도 =40 MPa의 콘크리트가 사

용되었으며, 실험당일 측정된 공시체강도는 분리타설된 

HPC1의 제 1, 2 PC면의 경우 =45.3 MPa, 제 3 PC면의 

경우 43.3 MPa, 제 4 PC면의 경우 39.6 MPa이었다. HPC2

의 PC부는 =37.7이며, HPC1, 2의 심부 및 RC는 

=40.1 MPa이다. 참고로 HPC1의 제 4 PC면과 HPC2의 PC

부에는, 용이한 타설을 위해 최대골재치수가 20 mm로 제

어된 고유동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Table 3은 철근의 인장강도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횡철

근으로 사용된 D10과 D16철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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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and 2nd PC faces (b) Rotation and 3rd PC face

(c) 4th PC face (d) Completion

Fig. 5 Production of HPC1 test specimen

(a) Reinforcing

(b) Models (c) Concrete casting

Fig. 6 Production of HPC2 test specimen

=434.0 MPa, 533.5 MPa이며, 주철근으로 사용된 D25철

근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59.7 MPa, 

=610.3 MPa이다.

현행 설계기준과의 비교를 위해, 모멘트강도와 전단강

도 등을 예측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단면해석( 

상관곡선)을 통해 최대모멘트강도 를 산정하였고, 

를 기둥의 순높이 ′ (기둥하단부에서 가력점까지의 거리, 

3700 mm)로 나누어 최대횡하중 를 계산하였다. 단면의 

전단강도 



은 KCI 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다. 

HPC1, 2 실험체의 강도예측시 콘크리트 강도는 PC부 최

소 강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39.6 MPa(HPC1, 

정가력방향이 제 4 PC면) 및 37.7 MPa(HPC2)을 사용하

였다. RC 실험체의 경우에는   40.1 MPa을 사용하였

으며, 세 실험체 모두 인장시험결과 얻어진 철근의 항복

강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단철근의 기여도() 계산

시 횡철근의 단면적()으로 RC는 285.2 mm
2
(4-D10), 

HPC1은 570.4 mm
2
(8-D10)를 사용하였으며, HPC2는 내·

외대근 모두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142.6 mm
2
(2-D10)와 

391.2 mm
2
(2-D16)를 사용하였다. 전단강도에 대한 횡하중의 

비 는 각각 2.48(RC), 3.54(HPC1), 3.87(HPC2)이다.

3.2 실험체 제작

Fig. 5와 6은 각각 HPC1과 HPC2 실험체의 제작 과정

을 보여준다. 패널조립형 HPC1은 4면 분리타설방식으로, 

총 3회 중력타설을 통해 제작하였다. 먼저 조립철근망 반

절이 설치된 PC패널 한 쌍을 선제작하였다(Fig. 5(a)). 24

시간의 증기양생 후 선제작된 PC패널 한 쌍을 서로 마주

보도록 90도 회전한 뒤, 상 ․ 하부에 주철근을 배근하고, 

제 3 PC면을 중력타설하였다(Fig. 5(b)). 다시 24시간 증

기양생을 한 후 180도 회전시켜 제 4 PC면을 구성하였

다. 이때 단면상 세 면이 닫혀있기 때문에 버킷을 이용한 

수직타설은 불가하여, Fig. 5(c)와 같이 경사슈트를 중공

부에 삽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HPC1 실험체를 

제작하는데 총 3일이 소요되었으나, 제작 공장 여건에 따

라 각 라인에 별도의 제작 공정을 설정한다면 HPC1 실

험체의 제작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참고로 실제 공장 

생산시 통상적인 생산 사이클인 1일 1회 타설의 경우 

HPC1 기둥 1개당 3일이 소요되고, 1일 2회 타설의 경우 

1.5일이 소요된다. 콘크리트간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HPC1의 분리타설면은 레이턴스가 없도록 깨끗이 한 후 

6 mm 거친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신구접착

제 또는 강섬유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장띠철근

형 HPC2는 철근조립망을 먼저 제작한 후(Fig. 6(a)), 내외

부 몰드를 설치하여(Fig. 6(b)) 1회 타설로 실험체를 완성

하였다(Fig. 6(c)). 외부몰드는 유로폼을 이용하였으며, 내

부몰드는 20 mm두께의 각형강관을 이용하였다. 내부몰

드의 용이한 탈형을 위해 스티로폼을 강관 바깥쪽으로 

설치하였으며, 스티로폼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추가설치하였다.

실험세팅을 위해 실험체 하단부에 기초부를 보강하였

다. 이 때 모든 기둥 실험체의 주철근은 기초부 바닥까지 

연장되어 기초부와 연결된다. 기초부에 기둥을 고정시킨 

뒤 기초부에 우선 타설을 하였고 이후 HPC1과 HPC2의 

중공부에 심부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RC 실험체 역시 

기초부를 우선 제작하고 이후 RC 기둥을 제작하였다. 

HPC1과 HPC2 실험체의 심부 콘크리트와 RC 기둥의 콘

크리트는 기둥 높이의 약 1/3씩 나누어 번갈아 타설하였

고 진동다짐을 하였다.

패널조립형 HPC1과 안장띠철근형 HPC2의 탈형시 콘

크리트 소요강도는 14 MPa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증

기양생 결과 탈형시 콘크리트의 강도는 약 18 MPa였다.

4. 콘크리트 측압력

HPC기둥은 심부타설시 측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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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tion of pressure cells

(b) HPC1

(c) HPC2

Fig. 7 Lateral pressure measurement

(a) Side view

(b) Front view

Fig. 8 Test setup and measurements (units: mm)

여야 한다. 따라서 측압안전성 검토에 따라 HPC기둥의 

PC부 두께 및 횡철근을 결정하거나, 심부 콘크리트의 타

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에서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단위용적중량이 24 kN/m
3
, 슬럼프가 100 mm 이

하의 콘크리트를 내부 진동기를 이용하여 타설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둥의 측압을 예측하고 있다.

  ×



≤or×

 (2)

여기서, 는 콘크리트 측압(MPa), 은 타설속도(m/h), 

는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 온도(℃, 외기온도 + 온도상승), 

그리고 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높이(m)이다.

측압 예측식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심부타설시 측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력계를 이용하여 측압을 측

정하였다. Fig. 7(a)와 같이 HPC1, 2 기둥 하단부로부터 

50 mm, 1000 mm, 2000 mm인 지점에, 중공부 내측면에 

맞닿아 지름 50 mm, 두께 13 mm의 압력계 3개씩을 각각 

매립하였으며, 타설 후 약 540분 동안 연속 측정하였다. 

Fig. 7(b), (c)는 각 위치별로 측정된 시간에 따른 콘크리

트 측압을 나타낸다. 측압은 타설 직후 급속히 증가하다

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위치가 

낮을수록 높았다.

실험체의 심부 타설조건을 식 (2)에 적용하면( 4 m/h, 

  15+40 = 55℃ 가정), 각 위치별 최대측압은 50 mm 

(CH1, CH4)에서 약 0.095 MPa, 1000 mm(CH2, CH5)에서 

약 0.072 MPa, 2000 mm(CH3, CH6)에서 약 0.048 MPa로 

예측된다. 측정된 최대측압과 비교하면(HPC1의 경우, CH1 

0.048 MPa, CH2 0.049 MPa, CH3 0.034 MPa, HPC2의 경

우 CH4 측정실패, CH5 0.084 MPa, CH6 0.035 MPa), CH5

를 제외하고 예측값은 전체적으로 측압을 안전측으로 과

대평가하였다.

5. 하중조건 및 셋업

HPC기둥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하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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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yclic loading history

No. of cycles Story drift ratio (%) Displacement (mm)

3 cycles ±0.25 ±9.3

3 cycles ±0.50 ±18.5

3 cycles ±0.75 ±27.8

3 cycles ±1.00 ±37.0

3 cycles ±1.30 ±48.1

3 cycles ±1.69 ±62.5

3 cycles ±2.20 ±81.4

3 cycles ±2.86 ±105.8

3 cycles ±3.71 ±137.3

3 cycles ±4.83 ±178.7

Draft ratio=2.86% Draft ratio=2.86% Draft ratio=2.86%

Draft ratio=4.83% Draft ratio=4.83% Draft ratio=4.83%

(a) RC (b) HPC1 (c) HPC2

Fig. 9 Damage patterns and failure modes of test specimens

험을 수행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RC기둥도 함께 실험하

였다. Fig. 8은 실험세팅을 나타낸다. 기둥실험체 상단에 

프레임을 설치한 후 최대용량 1000 kN 유압기 두 대를 

이용하여 약 ′의 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

며, 최대용량 2000 kN 액츄에이터(최대변위 250 mm)를 

이용하여 주기 횡하중을 가하였다. 주기 횡하중은 변위

제어방식으로 반복가력하였으며 ACI 374.1-05
9)
에서 제안

하는 하중이력을 사용하였다(Table 4).

층간변위비(가력점에서의 횡변위를 기둥의 유효높이

3700 mm로 나눈 값) 0.25%부터 1.00%까지는 0.25%씩, 

이후에는 이전 층간변위비의 1.3배씩 층간변위비를 증가

시켰으며, 모든 단계에서 세 사이클씩 반복가력하였다. 

실험은 최대하중의 75%이하로 저감되는 시점에서 종료

하였다.

기둥의 횡변위 및 회전각(No. 1, No. 2, No. 3), 그리고 

전단변형을(No. 4, No. 5)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별로 

기둥 상단부 및 잠재소성힌지영역(기둥하단부 D/2 구간)

에 변위계(LVDT)를 설치하였으며(Fig. 8(a)), 철근의 변형

률을 측정하기 위해 변형률계(Strain gauge)를 각 실험체

에 설치하였다(RC 12개, HPC1 12개, HPC2 20개).

6. 실험 결과

6.1 파괴모드

Fig. 9는 층간변위비 2.86% 및 실험종료 후(4.83%) 각 

실험체의 손상양상 및 파괴모드를 보여준다. RC 실험체

는 약 1.69%에서 기둥 하단부의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하

기 시작하였으며, 최대강도가 발현되는 층간변위비 

2.20%에서 피복콘크리트가 박탈되기 시작하였다. 최대강

도 도달 이후 약 -3.71%에서 주철근의 좌굴(buckling)이 

발생하였으며, 주기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압괴 및 

주철근의 좌굴은 정 · 부 방향에서 반복되었다. 실험종료 

후 소성힌지영역은 기둥하단부로부터 약 350 mm지점까

지 목격되었다(Fig. 9(a)).

HPC1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1.69%에서 피복콘크리트

가 박탈되기 시작하였으며, 최대강도 도달 이후 약 

3.71%에서 주철근의 좌굴이 발생하였다. 주철근이 좌굴

함에 따라 PC부와 심부 콘크리트간 경계면에서 수직균

열이 목격되었으며, 추가적인 하중에 의해 PC부가 일체

로 박리되었다(Fig. 9(b)). 이후 심부 콘크리트의 압괴를 

목격할 수 있었으며, 약 -4.83%에서 주철근의 파단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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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C (b) HPC1

   

           (c) HPC2 (d) Envelop Curve

Fig. 10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s

생하였다. 실험종료 후 소성힌지영역은 약 400 mm였다. 

비록 실험 결과 PC부의 피복이 일체로 박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이 박리현상은 최대변형 근처에서만 발생

하였다. 따라서 피복의 박리현상이 실험체의 강도와 변

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HPC2 실험체는 층간변위비 2.20%에서 피복콘크리트

가 박탈되기 시작하였으며, 약 -3.71%에서 주철근의 좌

굴이 발생하였다. 이후 PC부 박리 및 심부 콘크리트의 

압괴를 목격할 수 있었으며, 약 4.83%에서 주철근의 파

단이 발생하였다. 실험종료 후 소성힌지구간은 약 450 mm

였다.

6.2 하중-변위 관계

실험 결과, 각 실험체의 기둥 상부 가력점에서의 횡하

중-변위 관계를 Fig. 10(a), (b), (c)에 나타내었으며, Fig. 

10(d)에 각 실험체의 포락곡선을 함께 나타내었다. 비교

를 위해 항복변위, 최대강도, 극한변위, 그리고 Table 1에

서 예측한 최대횡하중 를 함께 나타내었다. 항복변위 

는 원점과 최대강도의 75%를 지나는 할선강성이 최대

강도에 도달할 때의 변위로 정의하였으며,
10)

 극한변위 

는 최대강도의 80% 저감시점에 해당하는 변위로 정

의하였다.
11)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실험체는 전체적으로 이

력거동 및 포락곡선 면에서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비교

실험체 RC의 경우, 정가력일 때 층간변위비 2.20%에서 

최대강도 
max

 =462.9 kN에 도달하였으며, 부가력일 때는 

-2.86%에서 최대강도 
max

 =-480.4 kN에 도달하였다. HPC1 

실험체의 최대강도는 2.20%에서 max

 =454.5 kN, -3.71%

에서 
max

 =-488.3 kN이었으며, HPC2 실험체의 최대강도

는 3.71%에서 
max

 =438.5 kN, -2.86%에서 
max

 =-418.6

kN이었다. 

한편 ACI 374에서는 층간변위비 3.5% 세 번째 사이클

에서 최대하중의 75% 하중재하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8)

 실험 결과 세 실험체 모두 층간변위비 

3.5%에서도 최대강도의 75% 이상 강도를 유지하였다. 

RC 실험체는 정 ․ 부가력 모두 층간변위비 ±4.83% 세 번

째 싸이클에서 최대강도의 75% 이하로 강도가 저감되었

다. HPC1 실험체는 +4.83% 두 번째 싸이클 및 -4.83% 세 

번째 싸이클에서, 그리고 HPC2 실험체는 +4.83% 첫 번

째 싸이클 및 -4.83% 두 번째 싸이클에서 최대강도의 

75% 이하로 강도가 저감되었다. 

각 실험체의 최대강도, 항복 및 극한변위, 변위연성도, 

초기강성 등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HPC1과 HPC2

의 최대강도를 RC의 최대강도와 비교하면(
maxmax), 

각각 정가력일 때 약 98.2%, 94.7%, 부가력일 때는 약 

101.6%, 87.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실험체의 최대

강도를 Table 1에서 제시한 정가력시 예측강도와 비교하

면(
max

), RC는 104%, HPC1는 102%, HPC2는 101% 

수준이었다. 정가력과 부가력일 때의 변위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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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results

Specimens

Maximum load Ultimate displacement

Positive (+) Negative (-) Positive (+) Negative (-)

Drift

ratio (%)


max

(kN)


max

(mm)

Drift

ratio (%)


max

(kN)


max

(mm)

Drift

ratio (%)



(kN)



(mm)

Drift

ratio (%)



(kN)



(mm)

RC 2.20 462.9 81.4 -2.86 -480.4 -105.8 4.81 370.3 177.9 -4.73 -394.3 -175.1

HPC1 2.20 454.5 81.8 -3.71 -488.3 -137.3 3.74 363.6 138.5 -4.71 -390.6 -174.4

HPC2 3.71 438.5 137.2 -2.86 -418.6 -106.0 3.64 350.8 134.7 -3.72 -334.8 -137.7

Specimens

Yield displacement


max
 

Positive(+) Negative(-)

Drift

ratio (%)



(kN)



(mm)


(kN/mm)

Drift

ratio (%)



(kN)



(mm)


(kN/mm)

(+) (-) (+) (-)

RC 0.98 399.8 36.4 12.7 -1.09 -438.6 -40.5 11.9 1.16 1.10 4.89 4.32

HPC1 0.97 389.5 36.0 12.6 -1.05 -420.0 -38.8 12.6 1.17 1.16 3.85 4.49

HPC2 0.94 381.9 34.6 12.7 -0.89 -366.9 -32.9 12.7 1.15 1.14 3.89 4.19

(a) RC (b) HPC1 (c) HPC2

Fig. 11 Strain of transverse re-bars of test specimens

              

(a) Internal hoops (b) Saddle-shaped ties

Fig. 12 Strain of internal hoop and saddle-shaped ties of HPC2 test specimen

의 경우, RC는 약 4.89, 4.32, HPC1은 약 3.85, 4.49, 

HPC2는 약 3.89, 4.19이었다. 정가력과 부가력일 때의 항

복변위에서의 초기강성 의 경우, RC는 약 

12.7 kN/mm, 11.9 kN/mm, HPC1은 약 12.6 kN/mm, 12.6

kN/mm, HPC2는 약 12.7 kN/mm, 12.7 kN/mm이었다. 

분석 결과, HPC1 및 HPC2 실험체는 강성, 강도, 연성 

등의 구조성능면에서 전체적으로 RC 실험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패널조립형 HPC1은 RC와 거의 동

일한 성능을 보였다.

6.3 횡철근의 변형률 이력

Fig. 11은 측정된 대근의 변형률을 보여준다. S1은 기

둥하단부로부터 첫 번째로 위치(약 75 mm)한 대근이며, 

S2는 두 번째로 위치(약 250 mm)한 대근이다. Fig. 11(a)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C와 HPC1 실험체의 대근은 실

험종료시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HPC2 실험체의 

대근은 층간변위비 약 3.71%에서 모두 항복하였다. 

Fig. 12는 HPC2 실험체의 내대근 및 안장띠철근의 변

형률을 나타낸다. IT1과 ST1은 기둥 하단부로부터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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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mulativ energy dissipation (b) Hysteretic energy dissipation ratio at 3rd cycle

Fig. 13 Energy dissipation of test specimens

(a) RC (b) HPC1 (c) HPC2

Fig. 14 Lateral load-shear distortion relationship of test specimens

째로 위치한 내대근 및 안장띠철근, IT2와 ST2는 두 번

째로 위치한 내대근 및 안장띠철근을 나타낸다. 최대강

도 도달 이후 층간변위비 -3.71%에서 IT2 및 ST1이 항복

하였다.

횡철근의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RC와 HPC1의 띠철근

은 항복하지 않았으며, HPC2의 내 · 외대근은 최대 강도

에 도달했을 때 모두 항복하였다. 아울러 HPC2의 안장띠

철근도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PC2 실험체의 횡철

근이 항복한 이유는 최대하중에 도달한 후 비탄성변형이 

증가하면서 PC부의 박탈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단면을 

관통하는 띠철근의 부재로 인해 실험종료시까지 주철근

의 좌굴에 의한 횡력이 횡철근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6.4 에너지소산능력

Fig. 13은 실험체의 층간변위비에 대한 누적 에너지소

산량과 에너지소산비율을 보여준다. 에너지소산능력은 

하중-변위 곡선의 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Fig. 13(a)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소산능력은 주철근이 좌굴하는 시점인 층간변위비 

3.71%까지는 매우 유사하였다. 하지만 HPC2 실험체는 

주철근 좌굴 이후 에너지소산능력이 RC 및 HPC1 실험

체에 비하여 다소 떨어졌다.

에너지소산비율은 각 하중 주기당 에너지소산능력 


를 이상화된 탄성-완전소성 거동에 의한 에너지소산량 

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ACI 374
9)
에 따라, 각 층

간변위비 세 번째 싸이클의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3.71%

까지의 에너지소산비율을 비교하여 Fig. 13(b)에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각 실험체의 에너지소산비율은 유사하

였으며, 층간변위비 3.5%에서 이력거동에 의한 에너지소

산비율이 0.125보다 크도록 요구하고 있는 ACI 374
9)
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6.5 소성힌지영역에서의 전단변형

잠재소성힌지영역에 대각방향으로 설치한 변위계 2개

의(No. 4, No. 5) 계측값을 이용하여, 전단변형 을 계산

하였다.

 



(3)

여기서, , 는 대각방향으로 설치한 변위계의 계측값

(mm), ,  그리고 은 각각 설치된 변위계의 가로(mm), 

세로(mm), 대각선 간격(mm)이다.

Fig. 14는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하중-전단변형 관계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 심부를 관통하는 띠철근이 있는 

HPC1 실험체의 전단 변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HPC1 

실험체의 전단 변형이 RC 실험체에 비해 작게 나타난 이

유는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심부를 관통하는 내

부 띠철근이 RC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HPC1은 동일

한 형태의 띠철근이 배근된 제 1, 2 PC면을 Fig. 1과 같

이 90도 회전시켜 조립하였으므로 심부에서 중공 기둥의 

띠철근은 서로 겹친 형태가 된다. 

반면에 심부를 관통하는 내부 띠철근이 없는 HPC2의 

경우, 내 · 외대근의 철근비가 RC 실험체에 비해 크지만 

최대 강도 도달 이후(층간 변위비 3.71% 이후) 심부를 관

통하는 내부 띠철근의 부재로 인해 비탄성 변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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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

(b) HPC1

(c) HPC2

Fig. 15 Depth of neutral axis of test specimens

하여 다른 실험체에 비해 전단 변형이 크게 나타났다. 

6.6 중립축 깊이

Fig. 15는 층간변위비에 따른 주철근의 변형률과 중립

축 깊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변형률 측정은 최외곽 주철

근에 부착된 변형률계를 이용하였으며, 층간변위비 0.25%

에서 1.69%까지 각 단계별 첫 번째 사이클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단면내 변형률 분포는 선형을 가정하

였다. 비교를 위해 단면해석을 통해 구한 최외곽 주철근 

인장항복시 및 극한변위시의 중립축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복시 중립축 깊이는 측

정값과 단면해석값(최압축측으로부터 RC는 239.0 mm, HPC1

은 230.5 mm, HPC2는 233.9 mm)이 유사하였지만, 극한변

위시에는 측정값과 단면해석값(RC는 152.5 mm, HPC1은 

153.9 mm, HPC2는 150.8 mm)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축

력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 항복 및 극한

변위시 모두 중립축은 압축측 PC부에 인접하여 위치하

였다. 그러나 높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압축대

가 깊어지며, 이에 따라 단면을 관통하는 띠철근이 설치

되지 않은 HPC2 실험체의 경우, 충분한 연성능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안장띠철근이 횡철근의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내대근에 가급적 대구경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결    론

중량 PC기둥의 양중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채움 중공 PC기둥인 HPC공법

(패널조립형, 안장띠철근형)을 개발하였다.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해 주기하중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재의 일부(또는 외각부)만 공장에서 선제작하여 

PC화하고 심부(또는 중공부)는 현장타설하는 HPC

공법은 RC와 PC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신공법이다. RC대비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PC대비 

양중부하 감소 및 접합부 일체성이 개선된다.

2) 개발된 두 가지 형태의 HPC기둥은 현행 설계기준

의 철근상세를 만족한다. 패널조립형 HPC1은, 비록 

회전 및 분리타설이 요구되지만, 중공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안장띠철근형 HPC2는 단면을 관통하

는 띠철근이 없으므로 제작성이 높다.

3) HPC1과 HPC2 실험체는 초기강성, 강도, 연성 등 

구조성능면에서 RC 실험체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4) 항복변위에서의 초기강성은 RC 실험체와 거의 동

일하였으며, 정가력시 기둥의 최대강도는 설계강도 

대비HPC1는 102%, HPC2는 101%로써 예상강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5) HPC1과 HPC2 실험체는 최대강도 도달이후 층간변

위비 4.83%까지 최대강도의 75% 이상을 유지하였

고, 층간변위비 3.5%에서 ACI 374의 에너지소산비

율 기준을 만족하는 등 연성거동을 보였지만, HPC2 

실험체의 경우 주철근 좌굴이후에는 RC대비 연성

능력과 에너지소산능력 등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6) HPC1의 파괴모드에서 HPC1의 PC부가 일체로 박

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박리현

상은 최대 변형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험체의 

강도와 변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7) 단면을 관통하는 띠철근이 없는 HPC2의 경우, 충분

한 연성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강도 

대구경 내대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종합적으로 HPC1과 HPC2 실험체는 RC 실험체와 

유사한 구조성능을 보였지만, 높은 압축력 하에서

는 횡구속력 차이에 의한 거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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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량 PC기둥의 양중부하를 저감하고 접합부 구조일체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채움

중공 PC기둥(HPC1, HPC2)을 개발하였다. 중공의 PC단면을 구현하기 위해, HPC1은 조립철근망이 설치된 선제작 PC패널 한 쌍

을 활용하였으며, HPC2는 특별한 띠철근을 활용하였다. 심부콘크리트 타설시 측압을 측정하였으며,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물크기의 HPC1, HPC2 기둥과 비교용 RC 기둥에 대하여 일정축력하 주기횡하중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HPC 실험체

는 초기강성, 최대강도, 변위연성도 등 구조성능면에서 RC 실험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며, 다만 단면을 관통하는 내부띠철근

이 없는 HPC2의 경우에는 주철근의 좌굴이 발생한 이후 에너지소산능력이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세 실험체 모두 ACI 374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소산능력을 만족하였다.

핵심용어 : 중공 PC기둥, 심부 현장타설, 내진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