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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apid construction of bridge is a main interest in construction. A research on rapid construction of pier 

coping is urgently needed because pier, which is a bridge understructure, directly affect lane reduction and increase 

of social cost. Precast assembly method and pre-assembly method are the main subjects of rapid construction. But 

these researches have focused not on reduction of reinforcement amount, but on modifying production method of 

coping.

Reinforcement amount of design specification is as much as that of coping under constructing. So different 

approach is needed for reduction of reinforcement amount.

In this paper, design of pier coping using strut-tie model was proposed for reduction of reinforcement amount and 

improvement of constructability. Railway bridge pier coping under constructing was analyzed using a finite element 

method and designed using strut-tie model.

1. 서 론

교각의 코핑은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코핑 거푸집 내부에서 철근 배근 작업을 하면 건설자재의 

낙하 또는 작업자의 추락과 같은 위험이 있고 크레인과 같은 인양장비가 항상 대기해야 하므로 장비비 

손실이 크다. 그리고 코핑 거푸집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철근 배근 시 시공성이 매우 떨어진다. 특

히 원형교각의 경우 수직주철근과 코핑의 하부압축철근 및 수평∙수직전단철근이 간섭되어 배근이 매우 

어려워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된다. 박성현 등(2009)이 현재 시공중인 실물 철도교 교각 코

핑에 대해서 기둥주철근과 코핑철근 사이의 철근간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총 311회의 철근간섭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 공간 및 기간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교량의 급속시공이 건

설현장에서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차선감소와 교통불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량 하부구조인 

교각의 급속시공방법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코핑부 시공법에 대한 개선 또한 절실히 요구된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코핑부 제작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시공성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코핑부에 배근되는 철근량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표 1에 AASHTO LRFD 설계기준과 ACI Building 

Code에 따라 코핑부를 설계하여 계산된 철근량,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시공 중인 철도교 교각의 코핑부

에 배근된 철근량을 정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시공 중인 철도교 교각의 코핑부에 

배근된 철근량이 설계 규정에 의한 철근량보다 많이 배근되어 있다. 게다가 이를 설계기준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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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하더라도 철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각의 코핑부에 배근되는 철근

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 방법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구 분
깊은 보 브래킷 및 코벨 시공중인

철도교ASSHTO ACI ASSHTO ACI

휨철근 - - 52,233 52,233 60,911

수평전단철근 12,912 8,400 26,117 21,301 32,432

수직전단철근 - 72,215 - - 94,545

표 1. 철근량 계산

교각의 코핑부는 깊은 보와 코벨의 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량상부의 

하중을 교각에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불합리한 설계는 곧 교량 구조물 전체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

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설계에서는 합리적인 설계방법의 제시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는 코핑부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철근량을 저감시키고 시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트럿-타이 모

델을 이용하여 코핑부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대상구조물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시공 중인 철도교 교각의 코핑부를 대상으로 하여 스트럿-타이 모델을 제안하였

다.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24 MPa이고 철근의 설계강도는 300 MPa이다. 교각의 높이는 13 m이고 코핑

부 너비와 폭은 각각 9.4 m, 3.5 m이다.  그림 1에 대상 구조물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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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구조물: 철도교 T형 교각

철도교 교각 코핑부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코핑부 위험단면에 최대 전단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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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하중조합을 찾기 위하여 표 3에 나타나 있는 하중조합에 대하여 프레임해석

을 실시한 결과 하중조합 3인 경우 최대 전단력 또는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핑

부 스트럿-타이 모델 산정시 코핑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하중조합 3으로 설정하였다.

구 분 하중지점 1 하중지점 2 하중지점 3

고정하중 4,009 4,503 4,009

활하중
단 선 1,489 1,762 1,749

복 선 62 881 1,427

차량횡하중
횡하중 70 70 70

수직하중 -108 0 108

표 2. 하중 종류

구 분 고정하중 활하중 (단선) 활하중 (복선) 차량횡하중

하중조합 1 1.0 1.0 - -

하중조합 2 1.0 - 1.0 -

하중조합 3 1.0 1.0 - 1.0

하중조합 4 1.0 0 1.0 1.0

표 3. 하중 조합

3. 스트럿-타이 모델 구성

3.1 스트럿-타이 모델 선정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주응력 흐름에 따라 코핑부 상단에 인장 타이를 배치하였다. 인장 타이의 위

치는 배근되는 주인장철근의 도심으로 피복두께와 철근 지름을 고려하여 상단으로부터 100 mm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고 하중이 재하되는 하중받침판의 중심과 연직한 선이 인장타이와 만나는 곳에서 CCT절

점이 형성된다. 코핑과 교각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교각 피복으로부터 150 mm 떨어진 곳에 CCC절점이 

형성된다. 선정된 스트럿-타이 모델에는 총 5개의 절점과 5개의 압축 스트럿, 2개의 인장 스트럿이 배치

된다. 선정된 스트럿-타이 모델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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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럿-타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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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트럿 필요폭 및 인장철근량 계산

콘크리트설계기준에 따라 절점 및 스트럿의 종류와 유효강도를 표 4와 5에 정리하였다. 스트럿 S1 ~ 

S4의 유효강도가 15.3 MPa로 가장 작은 값이고 이 스트럿들이 모든 절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절점

과 스트럿의 유효강도는 15.3 MPa이다.

표 4. 노드 유형과 유효강도

노드 유형    × ×′

N1 C-C-T 0.8 16.3 MPa

N2 C-C-T 0.8 16.3 MPa

N3 C-C-T 0.8 16.3 MPa

N4 C-C-C 1.0 20.4 MPa

N5 C-C-C 1.0 20.4 MPa

표 5. 스트럿 유형과 유효강도

스트럿 스트럿 모양    × ×′

S1 Bottle 0.75 15.3 MPa

S2 Bottle 0.75 15.3 MPa

S3 Bottle 0.75 15.3 MPa

S4 Bottle 0.75 15.3 MPa

S5 Prismatic 1 20.4 MPa

각 절점 및 스트럿의 유효강도와 구조해석을 통해 구한 스트럿과 타이의 부재력을 바탕으로 스트럿의 

최소 필요폭을 계산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타이의 부재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장 철근량을 계산하면 

타이 T1은 24,374 mm
2
, T2는 26,991 mm

2
의 인장철근이 필요하다. 주인장철근으로 D29 철근을 사용한다

고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타이에 필요한 주인장철근의 개수는 38개와 43개이다. 여기서 타이의 연속성

과 시공 편의를 위하여 43개의 주인장철근을 배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6. 스트럿과 타이의 부재력 및 필요폭

스트럿 부재력 필요폭

S1 8,096 kN 201.6 mm

S2 3,437 kN 85.6 mm

S3 4,642 kN 115.6 mm

S4 8,750 kN 217.9 mm

S5 3,465 kN 64.7 mm

T1 5,484 kN -

T2 6,073 k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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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종 스트럿-타이 모델

최종적인 스트럿-타이 모델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3. 최종 스트럿-타이 모델

3.4 철근 배근

타이의 부재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장 철근량을 계산하면 타이 T1은 24,374 mm2, T2는 26,991 mm2

의 인장철근이 필요하다. 주인장철근으로 D29 철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타이에 필요한 

주인장철근의 개수는 38개와 43개지만 타이의 연속성과 시공 편의를 위하여 43개의 주인장철근을 배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인장철근을 1단배근으로 하여 철근 사이의 간격은 29 mm, 피복두께는 40 

mm로 가정하면 필요한 최소 복부폭은 2,545 mm 이다. 이는 코핑부 복부폭인 3,500 mm 보다 작으므로 

주인 철근의 배근은 적절하다.

병모양 스트럿인 S1 ~ S4의 균열제어를 위해 
sin

≥   를 만족하도록 전단철근이 

배근되어야 한다. 수직전단철근으로 D16 철근 7개를 150 mm 간격으로 배근하고 수평전단철근으로는 

D19 철근 4개를 2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각각의 스트럿에 대하여 식 (1)을 계산하면 0.0031로 식 (1)

을 만족하므로 전단철근의 배근은 적절하다.

4. 기존 설계기준과 비교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한 코핑부 철근량과 설계기준에 따른 철근량, 그리고 현재 시공 중

인 철도교 교각 코핑부에 배근된 철근량을 비교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주인장철근은 브래킷과 코벨로 

설계할 때보다 47 % 철근량이 감소하였고 실물 철도교에 배근된 철근량보다는 55 % 감소하였다. 

수평전단철근은 ACI 설계규정의 깊은 보에 의한 설계에 비해 철근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요철근

량과 실제 배근되는 철근량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여타의 설계규정에 의한 철근량에 비해서는 29 ~ 65 

% 철근량이 감소하였다. 실물 철도교에 배근된 철근량에 비해서는 72 % 철근량이 감소하였다.

수직전단철근은 ACI 설계규정의 깊은 보에 의한 설계에 비해 철근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평전단

철근과 마찬가지로 소요철근량과 실제 배근되는 철근량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실물 철도교에 배근된 

철근량에 비해서는 19 %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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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깊은 보 브래킷 및 코벨 시공중인

철도교

스트럿-타이

모델ASSHTO ACI ASSHTO ACI

휨철근 - - 52,233 52,233 60,911 27,606

수평전단철근 12,912 8,400 26,117 21,301 32,432 9,168

수직전단철근 - 72,215 - - 94,545 76,450

표 7. 철근량 비교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코핑부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코핑부에 배근된 철근량을 저감시키기 위한방안으로 스

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재 시공 중인 철도교 교각의 코핑부를 대상으로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현재 국내에서 시공 중인 철도교 교각 코핑부에 배근된 철근량이 설계기준에 의한 최소철근량보다 

많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코핑부의 철근량을 저감시킴으로써 코핑부에서의 철근 간섭 현상

을 줄이고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 기준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2) 제안된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하여 코핑부를 설계하였을 때, 철근량은 설계기준에 의해 배근된 

철근량보다 29 ~ 65 % 감소하였다. 그리고 시공 중인 철도교에 배근된 철근량에 비해서는 19 ~ 72 % 

감소하였다.

3) 따라서 제안된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하여 코핑부를 설계하면 코핑부 철근량을 감소시키고 시공

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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