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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pecial-purpose design program and plastic design results for hollow RC bridge columns with reinforcement 

details for material quantity reduction. The developed reinforcement details has economic feasibility and rationality and makes 

construction periods shorter. This study documents the economic evaluation of hollow reinforced concrete bridge column systems 

with reinforcement details for material quantity reduction and pres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application findings. As a result, the 

proposed reinforcement details for material quantity reduction were designed prior to the existing reinforcement details in terms of 

structural rationality, constructability, an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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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이 장 화되고, 교각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

는 자 증가에 의한 과도한 설계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각의 필요성이 두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개발된 

교각구조가 바로 공단면 교각이다. 이러한 공단면 교각

은 근래에 구조물의 자 , 사용재료의 경감  수화열 억제

를 하여 경제   구조 인 측면에서 고속도로 교량  

기타 교량에서 리 설계․시공되고 있다(Zahn et al., 

1990; Yeh et al., 2002; Kim et al., 2012; 2013a).

공단면 교각은 일반 으로 축방향으로 내․외측 축방향

철근을 배근한 후 내․외측 축방향철근을 각각 둘러 감도록 

내․외측 횡철근을 배근하고, 마지막으로 보강 횡철근을 배

근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배근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내․외측 횡철근과 보강 횡철근 사이에 간섭이 발생

하는 등 배근작업이 상당히 복잡하다. 한 공단면 교각의 

심부구속 철근에 해서는 행 도로교설계기 (2010)에 명

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단면에 비해 상 으로 

심부콘크리트 면 이 작은 공단면의 횡방향 철근량이 과도

하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안 측인 설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경제성  합리성을 고려한 

경우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Chung 

et al., 1999; Sun et al., 2009; Kim et al., 2013b).

이 연구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갖는 공 철근콘크리트 교

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용하기 한 일련의 연구로서 공

단면 교각의 횡방향 철근을 외측 횡철근과 보강 횡철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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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ollow RC bridge column systems with 

reinforcement details for material quantity reduction Fig. 2 Section properties

한 삼각 구도로 구성하여 내측 횡철근의 생략 내지 감축을 

실 한 공교각의 새로운 철근 배근상세(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2014)와 연계된다. 개발된 공단면 

교각의 철근상세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철근 배근상세로서 배근작업이 용이하며, 속시공이 가능하다.

이 연구의 목 은 개발된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

각의 소성설계에 의한 용을 통해 경제성  구조  합리성

을 극 화시키는데 있으며 개발된 용 설계 로그램을 사용

하 고, 이를 통해 개발상세의 경제성, 시공성, 그리고 구조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공교각 물량 감 기술

개발된 물량 감 철근상세를 갖는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은 Fig. 1과 같다. 물량 감 철근상세는 외측 축방향

철근과 외측 축방향철근 사이에 치하도록 배근되는 내측 

축방향철근, 그리고 외측 축방향철근을 둘러 감으면서 배근

되는 외측 횡철근과 2본의 외측 축방향철근과 1본의 내측 축

방향철근을 삼각구도로 연결하도록 배근되는 보강 횡철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

면서 기 부를 시공하는 제1단계, 상기한 공교각의 철근 

배근구조에 따라 공부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

면서 공부를 시공하는 제2단계,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를 타설하면서 코핑부를 시공하는 제3단계에 의한 시공방법

을 갖고 있다(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2014).

종래의 철근상세는 축방향으로 내․외측 축방향철근을 배

근하고 내․외측 축방향철근을 각각 둘러 감도록 내․외측 

횡철근을 배근하며, 내․외측 축방향철근을 동시에 둘러 감

도록 보강 횡철근으로 배근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

식은 배근공간의 확보가 어렵고 내․외측 횡철근과 보강 횡

철근 사이에 간섭이 생기는 등 배근작업이 상당히 복잡한 단

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용한 물량 감 철근상세는 공단면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철근상세가 갖고 있는 문제 을 해결

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

었다. 즉, 내․외측 축방향철근이 내측보다 외측에 상 으

로 더 많이 배근되어 기존의 배근구조보다 구조 으로 유리

한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한 외측 횡철근과 보강 횡철근

의 안정 인 삼각 구도에 의한 구속 응력으로 콘크리트의 3

축 구속을 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성 괴에 유리하게 

항할 수 있으며, 소성거동 능력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내

측 횡철근을 생략 내지 감축할 수 있다.

개발된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은 행 도로

교설계기 (2010), 콘크리트구조기 (2012), 그리고 AASHTO 

LRFD(2012)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3. 용 설계 로그램 CalPM-SHC

3.1 개요

로그램 결과치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 그래픽 기능 

 여러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스 드시트가 개발되어 공

학계산에 리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 드시트 

로그램 의 하나인 Excel과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를 이용하여 해석  설계를 사용자와의 화

식 입출력 형태로 작성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Cho et al., 2000)의 로그램 CalPM-SHC를 작성

하 다.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설계 로그램 CalPM- 



김태훈․손윤기․양남석․이승훈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5호(2014.10) 405

Fig. 3 Bi-axial behavior

Fig. 4 Program procedure

SHC은 별도의 로그램 없이 단면 안정성 검토가 가능하며 

도로교 설계기 (2010), 콘크리트구조기 (2012), AASHTO 

LRFD(2012), Eurocode(2004) 등 국내외 설계 Code를 

용할 수 있으며 Fig. 2와 같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각

형, 원형, 육각형, 팔각형, 트랙형 단면의 검토가 가능하다.

개발된 용 설계 로그램은 해석 값의 신뢰성을 검토하

고자 기존 상용 로그램인 PCA-Column, Midas Civil 

 비선형 해석 로그램 BPM(P-M diagram for biaxial 

Moment)과 해석 값을 비교․검증하 으며, 체 으로 검

증 로그램 결과 값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로그램의 구성  차

로그램은 3개의 Main Module과 4개의 입출력 Sheet로 

구성되며 입력된 단면정보  철근배근 정보를 좌표값으로 변

환하는 Sub Module, 좌표값으로 변환된 정보를 Sheet상에 

Plot하는 Sub Module 등이 있다.

로그램 CalPM-SHC의 입력데이터는 단면제원, 재료 

물성치, 철근배근 정보, 그리고 작용하  등이다. 데이터의 

입력이 끝나면, 체좌표계 X-Y에 한 단면의 소성 심이 

구해지며 이에 한 작용 하 의 편심이 구해진다. 그 다음 

립축의 가정에 따른 각 단계의 극한 강도가 구해지며 이를 

근거로 P-M 상 도가 그려진다.

Fig. 3은 극한상태에서 2축 편심하 을 받는 사각형 기둥

부재의 응력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써, 축하  P에 

한 연직방향  모멘트에 한 평형조건식을 세우면 다음 

식과 같다.

  (1)

   (2)

   (3)

여기서, =번째 축방향 철근의 압축력; =번째 축방

향 철근의 인장력; =번째 축방향 철근의  좌표; 그리

고 =번째 축방향 철근의  좌표이다.

축하 의 크기와 편심량이 주어지면, 립축의 치  각

도를 구하기 해서 식 (1)∼(3)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계산

을 수행한다. 설계강도는 변형률과 휨의 분포에서 립축을 

변화시키면서 1축 휨을 받는 기둥의 경우와 같이 변형률 

합조건과 힘의 평형조건을 용하여 구할 수 있다.

Fig. 4는 립축의 치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2축 휨을 

받는 기둥부재의 P-M 상 도 작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콘크리트의 압축응력분포는 각 Code에서 규정한 분포  

등가직사각형 블록을 용하 으며, 철근의 응력-변형률은 

철근항복 이후를 수평직선으로 가정한 완  탄소성 응력-변

형률 곡선을 용하 다.

공 교각은 일반 으로 장주인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

서 개발된 로그램은 압축부재의 장주효과에 의한 확 계수

모멘트를 산정하기 해서 기둥의 유효길이, 단면의 세장비, 

그리고 기둥 단부의 조건 등을 고려하 다.

4. 용   고찰

4.1 상 교량 황

개발된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소성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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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cross-section view of ○○ bridge

Fig. 6 Bearing type of ○○ bridge

Fig. 7 Hollow RC bridge columns of ○○ bridge

경제성 평가를 한 상으로 재 국내에서 기 설계된 Fig. 

5∼7과 같은 ○○교량을 선정하 다.

상교량은 PSC 박스거더교의 상부형식과 육각형 공교

각의 하부형식을 갖으며 교량연장은 43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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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120EA H29-106EA Triangular module

Existing details Developed details

Fig. 8 Hollow RC bridge column section of ○○ bridge

Fig. 9 Bearing type of ○○ bridge (plastic design)

Item
Earthquake case 1(kN) Earthquake case 2(kN) Allowable

horizontal force
Check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A1 0 369 0 832 1,630 OK

P1 0 607 0 1,722 2,520 OK

P2 0 240 0 749 2,520 OK

P3 0 391 0 1,249 2,520 OK

P4 2,220 431 1,051 1,391 2,520 OK

P5 0 335 0 1,053 2,520 OK

P6 0 225 0 694 2,520 OK

P7 0 598 0 1,932 2,520 OK

A2 0 343 0 835 1,630 OK

Table 1 Bearing member forces

기존 배근상세에 의해 탄성설계된 육각형 공단면 교각을 

Fig. 8과 같이 개발된 물량 감 철근상세에 의해 소성설계를 

용하고 이에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4.2 지진해석  소성설계

용 설계기   교량제원은 기 작성된 ○○교량 성과를 

기 로 구조해석을 진행하 다. 이때 용받침은 소성설계의 

특성과 최 화를 해 기존 지진격리받침을 Fig. 9와 같이 

일반 인 포트받침으로 변경하 으며 그 해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부구조는 거더형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단면 으로 

로그램에서 자동 생성되도록 재하하고, 그 외의 고정하 반

력과 2차 고정하 들은 각각의 주형을 모델링한 임요소

에 단 길이당의 하 과 질량으로 재하하여 구조해석을 수행

하 다. 그리고 하부구조는 콘크리트로 구성된 교각으로 각 

단면 에 따라 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질량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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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arthquake case 1 Earthquake case 2

Bending moment(kN·m) Shear force(kN) Bending moment(kN·m) Shear force(kN)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P3 9,043 9,807 983 949 2,380 35,502 376 3,043

P4 54,511 10,731 4,296 1,056 16,411 35,600 1,329 3,411

Table 2 Bottom member forces

Item (kN) (kN·m) (kN·m) (kN·m)

P3

Maximum axial force 32,111.4 - - -

Maximum bending moment 25,215.5 12,615.6 58,606.4 59,948.9

Maximum eccentric 19,396.5 12,358.3 57,586.5 58,897.6

Earthquake case 1 19,396.5 9,807.0 9,558.5 13,694.6

Earthquake case 2 19,396.5 35,502.0 2,380.0 35,581.7

P4

Maximum axial force 32,061.7 - - -

Maximum bending moment 25,108.6 9,271.3 58,587.4 59,316.4

Maximum eccentric 19,314.3 9,102.8 57,572.4 58,287.5

Earthquake case 1 19,314.3 10,731.0 59,362.5 60,324.6

Earthquake case 2 19,314.3 35,600.0 17,822.4 39,812.0

Table 3 Bottom member forces (load combinations)

Fig. 10 P-M Interaction diagram–P3(Elastic design+ 

existing details: Maximum bending moment)

Fig. P-M Interaction diagram–P3(Plastic design+ 

developed details: Maximum eccentric)

Fig. 12 P-M Interaction diagram–P4(Plastic design + 

developed details: Earthquake case 1)

(a) Flexure governed (b) Compression governed

Fig. 13 Section determine by neutral axis locations

○○교량의 교각 단면검토는 Table 2와 같이 부재력이 가

장 크고 고정단 받침이 배치되는 P4 교각과 일방향 받침이 

배치되는 교각  가장 부재력이 큰 P3 교각에 해서 소성

설계를 검토하고 나머지 교각에 해서는 받침배치가 같은 

P3 교각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하

다(Table 3). 이에 한 표 인 P-M 상 도 검토 결과를 

Fig. 10∼12에 나타내었다.



김태훈․손윤기․양남석․이승훈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5호(2014.10) 409

Item


(kN)


(kN·m)


(kN·m)


(kN)

P3

Earthquake 

case 1
19,396.5 29,421.0 28,675.4 949.0

Earthquake 

case 2
19,396.5 106,506.0 7,140.0 3,043.0

P4

Earthquake 

case 1
19,314.3 32,193.0 178,087.4 4,296.0

Earthquake 

case 2
19,314.3 106,800.0 53,467.1 3,411.0

Table 4 Results for seismic analysis

Item (kN) (kN·m) (kN·m) (kN·m)

Require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equired 

displacement 

ductility 

Earthquake 

case 1

Longitudinal
19,396.5

29,421.0 62,058.2 62,058.2 0.47 0.47

Transverse 28,675.4 67,416.8 67,416.8 0.43 0.43

Earthquake 

case 2

Longitudinal
19,396.5

106,506.0 71,932.2 71,932.2 1.48 1.48

Transverse 7,140.0 18,894.6 18,894.6 0.38 0.38

Table 5 Required displacement ductility (P3)

Item (kN)


(kN·m)



(kN·m)



(kN·m)

Require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equired 

displacement 

ductility 

Earthquake 

case 1

Longitudinal
19,314.3

178,087.4 86,110.6 86,110.6 2.07 2.07

Transverse 32,193.0 65,408.3 65,408.3 0.49 0.49

Earthquake 

case 2

Longitudinal
19,314.3

53,467.1 94,827.6 94,827.6 0.56 0.56

Transverse 106,800.0 71,932.2 71,932.2 1.48 1.48

Table 6 Required displacement ductility (P4)

P3 Longitudinal Transverse

Required reinforcement (mm
2
) 2,610.5

6 times diameter of longitudinal 

reinforcement

Select 

reinforcement 

(mm
2
)

triangular cross-ties H13-20EA=2,534.0 H13-10EA=1,267.0

cross-ties H16-2EA=397.2 H16-2EA=397.2

Total 2,931.2 1,664.2

P4 Longitudinal Transverse

Required reinforcement (mm2) 3,932.7 1,031.6

Select 

reinforcement 

(mm
2
)

triangular cross-ties H16-20EA=3,972.0 H16-10EA=1,986.0

cross-ties H16-2EA=397.2 H16-2EA=397.2

Total 4,369.2 2,383.2

Table 7 Confinement reinforcement

공교각의 단면은 극한상태에서의 립축의 치에 따라 

Fig. 13과 같이 휨 지배단면  압축 지배단면으로 구분한

다. 립축 치 검토결과 각 모멘트 , 에 한 교축

방향 립축의 치는 모멘트최 , 편심최 , 지진시 1에서

는 공벽체에 치하므로 휨 지배단면이다. 지진시 2에서는 

공내부에 치하여 압축지배이며, 교축직각방향에 한 

립축의 치는 모든 하 이스에서 공내부에 치하여 압

축 지배단면이다. 그리고 합성모멘트에 한 립축의 치

도 모두 공내부에 치하여 압축지배이다. 압축지배시 심

부구속 횡방향 철근량의 증가가 발생함으로 연성도 내진설계

로 소성설계를 수행하여 결과를 최 화 하 다.

교량의 구조형식과 지진 항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진시 1

를 교축방향 100%, 교축직각방향 30%로 하고, 지진시 2를 

교축방향 30%, 교축직각방향 100%로 하여 지진해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소성설계에 의한 개발상세 기둥단면의 축력-휨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P-M 상 도를 얻고 공칭휨강도와 설계휨강도를 구

하 으며 공 육각형 단면이므로 강축과 약축에 해 각각

의 소요 연성도를 독립 으로 산정하 다.

하 조합에 따른 지진시의 소요 응답수정계수  소요 변

연성도는 Table 5, 6과 같다. P3 교각은 지진시 2의 교

축방향에 하여 심부구속 횡방향 철근량을 계산하고, 교축

직각방향에 해서는 주철근 지름의 6배 이하로 횡방향철근

을 배근한다. P4 교각은 지진시 1의 교축방향과 지진시 2의 

교축직각방향에 하여 심부구속 횡방향철근량을 계산한다. 

이때 공 교각의 심부구속 횡방향철근의 총 소요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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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3

(b) P4

Fig. 14 Column reinforcement details

는 4개의 면을 갖는 독립된 벽체로 간주하여 산정하며 그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마지막으로 연성 괴메커니즘을 확보하기 한 설계  

검토로서, 지진 항 교각의 최  소성힌지력을 구하고 탄성

지진 단력과 비교하여 최  소성힌지력과 교축방향 탄성

단력  작은 값 이상의 설계강도를 갖도록 기둥의 단설계

를 수행하 다. 한 기둥이 산정된 설계 단력 이상의 설계

단강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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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1 P2 P3 P4 P5 P6 P7 체

Column height

(mm)
23.7 39.0 39.0 39.0 37.5 33.6 16.2 228.0

Elastic 

design

(mm
3
)

Longitudinal 

reinforcement
1.441 2.844 2.844 2.371 2.280 2.043 0.985 14.808

Transverse 

reinforcement
0.651 1.071 1.071 1.071 1.030 0.923 0.445 6.261

Total 2.092 3.915 3.915 3.442 3.310 2.966 1.430 21.069

Plastic 

design

(mm
3
)

Longitudinal 

reinforcement
1.273 2.512 2.512 2.512 2.014 1.805 0.870 13.497

Transverse 

reinforcement
0.733 1.206 1.206 1.372 1.160 1.039 0.501 7.216

Total 2.006 3.718 3.718 3.884 3.174 2.844 1.371 20.714

Comparison of elastic 

design

4.1%

(▽)

5.0%

(▽)

5.0%

(▽)

12.8%

(△)

4.1%

(▽)

4.1%

(▽)

4.1%

(▽)

1.7%

(▽)

Table 8 Column reinforcement

Item Elastic design +Existing details Plastic design +Developed details Etc.

Reinforcement 165.4 tonf
199 million won

(1.00)
162.6 tonf

195 million won

(0.98)
1.7% (▽)

Concrete 1,216m
3

219 million won 1,216m
3

219 million won -

Bearing

Seismic isolator bearing

7000kN – 4EA

12000kN-14EA

341 million won

(1.00)

Pot bearing

7000kN – 4EA

12000kN-14EA

171 million won

(0.50)
50% (▽)

Total
759 million won

(1.00)

585 million won

(0.77)

23% (▽)

(174 million won)

Table 9 Economic evaluation

4.3 경제성 평가

○○ 교량의 공교각은 지진시 지배가 아닌 상시(풍하 )

지배 구조이어서 탄성설계된 단면을 소성설계시에도 동일한 

단면을 용하 으며 이에 따라 콘크리트 물량의 변동은 없

었다.

탄성설계  소성설계에 의한 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각 교각별 철근량 비교는 Table 8과 같다. 물량 산출시 일

반구간과 소성구간을 단 길이로 산출한 뒤, 각 교각 높이에 

용하여 개략 으로 물량을 산출하 다.

이 경제성평가에서는 기존의 탄성설계 개념을 개선하여 소

성설계의 특성을 최 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철근량 뿐만 아

니라 고가의 지진격리받침의 설계 물량을 최 화하여 추가

인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 다. 이와 같이 소성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개발상세를 용함으로써 물량 최 화를 유도하

으며, P4 교각을 제외한 각 교각별 4.1%∼5.0%의 철근량 

감소와 체 교각에서 기존 탄성설계 비 약 1.7% 정도의 

철근량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한 탄성설계시의 지진격리

받침을 소성설계 용시 일반 포트받침으로 변경하여 경제성

을 최 화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교각은 지진시 지배 구조이며, 이러한 경우 철

근량 뿐만 아니라 단면도 큰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이 연구의 용 인 ○○교량은 지진시 지배구조가 아

닌 풍하 에 의해 하부구조의 단면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서 

소성설계에 의한 경제성 증 효과가 크게 발 되지는 않았음

에도 1.7%의 철근물량 감과 하부구조 체(받침포함, 기

 제외) 공사비의 23%의 감효과를 확인하 다. 만약 교

량 하부구조의 거동 특성이 지진에 의해 지배되는 일반 인 

경우 추가 인 경제성 확보 효과가 기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소성설계에 의한 물량 감 철근상세를 갖

는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세의 극 인 용은 향후 국내외 교량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단면 교각의 횡방향 철근을 외측 횡철

근과 보강 횡철근에 의한 삼각 구도로 구성하여 내측 횡철근

의 생략 내지 감축을 실 한 새로운 물량 감 공 철근콘크

리트 교각 시스템의 용 설계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용

에 소성설계를 반 하 다. 이러한 설계  경제성 평가 결

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설계 로그램과 경제성 평가

412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5호(2014.10)

요  지

이 연구에서는 물량 감 철근상세를 갖는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의 용 설계 로그램과 소성설계 용 결과를 

제시하 다. 개발된 물량 감 철근상세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갖으며 공사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물량 감 공 철근

콘크리트 교각의 용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개발상세가 기존상세에 비해 구조  합리성, 시공성, 그

리고 경제성 등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물량 감, 철근상세, 공, 교각, 설계 로그램, 소성설계, 경제성, 시공성

1) 별도의 로그램 없이 단면 안정성 검토가 가능하며 

도로교 설계기 , AASHTO LRFD, Eurocode 등 국

내외 설계 Code를 용할 수 있으며 주로 많이 사용

하는 사각형, 원형, 육각형, 팔각형, 트랙형 단면의 검

토가 가능한 물량 감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용 

설계 로그램 CalPM-SHC를 개발하 다.

2) 개발된 물량 감 철근상세의 용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경제 인 공 단면의 도출로 공교각

의 물량감축을 실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공원가를 

감하고 탄소배출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배근작업이 불편한 내측 횡철근을 생략 내지 감

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철근 배근의 시공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공기 단축을 실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개발기술의 용 등을 통하여 물량 감 철근상세를 갖

는 공원형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체 인 설계  

시공기법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를 

한 설계  시공지침을 제시하 다.

4) 물량 감 철근상세를 갖는 공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내진설계법을 개발하기 한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기반 내진설계개념에 목하여 합리 이고 경제성 

있는 차세  내진설계법의 개발 등에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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