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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형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은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원형 강관 안에 콘크리

트를 채운 합성구조로써 공기단축 및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

하다. 또한, 철근콘크리트나 강구조와 비해 우수한 강도와 

변형 능력을 지니며 교각, 케이슨과 현장타설말뚝의 시공에 

많은 이점이 있다[1],[2]. 

Fig. 1과 같이, 현장타설말뚝 등의 해양구조물은 지진, 토

양의 액상화(Liquefaction), 측방확산(Lateral spreading) 

현상에 따라 큰 국부 전단력을 받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직경으로 설계되어진다. 그러나 CFT 현행 설계기준(ACI[3], 

AISC[4], Eurocode 4[5])의 비합리적인 전단 설계식으로 인

해 시공성 및 경제성 저하를 발생시키며 CFT의 적용성이 제

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T 전단 설계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 조차 소규모

로 제한된 실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6],[7],[8]. 

현행 CFT의 설계기준은 대표적으로 ACI[3], AISC[4], 

Eurocode 4[5]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설계기준에서 제

시하는 CFT 전단설 계식의 강도 평가 방법이 서로 상이하

는 등 일관되지 않은 규정에 따라 CFT의 사용이 제한적이

다. 또한 전단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단스팬비, 콘

크리트와 강관 사이의 부착응력, 축력비 등을 무시하여 CFT

의 강도평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FT는 부착응력(Bond stress)으로 인하여 외력이 작용할 

때 강관의 국부좌굴 억제 및 3축 응력 상태로 콘크리트를 구

속하여 강도와 변형 능력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9]. 따

라서 CFT의 부착응력을 전단 설계식에 반영한다면 보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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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시공으로 경제성과 적용성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Roeder et al.[10]은 CFT 기둥의 구속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CFT의 직경(), 직경두께비()와 부착응력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Fig. 2). 직경과 직경두께비는 콘크리

트의 건조 수축과 두드러지게 밀접한 관계이며 이에 의해 직

경과 직경두께비가 클수록 아주 작은 부착응력을 갖게 되고 

반대로 직경과 직경두께비가 작을 수록 큰 부착응력을 갖게 

됨을 나타냈다. 또한 국내의 최근 연구결과 부착응력이 설계

기준에 적용될 때 직경크기와 직경두께비를 구분하여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하였다[11]. 소구경 CFT와 대구경 

CFT는 같은 설계식이 적용될 수 없으며 직경과 직경두께비

에 의해 경제성과 시공성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대구경 CFT

의 전단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Radhika and Baskar[12]는 동일한 직경의 CFT 기둥에서 

기둥 전체길이가 부착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

고, 이때 단주보다 장주일수록 구속효과를 증가되며 최대강

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의 소규모 전단실

험 결과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설계기준의 전단 설계

식을 현장타설말뚝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길이를 갖는 부재

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대구경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의 합리적인 

전단 설계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원형 CFT 기

둥의 현행 설계기준과 기존 실험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된 기존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현행 설계기준에서 제시

하는 CFT 전단 설계식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설계기

준에서 제시하는 전단 설계식의 분석을 위해 ACI[3], AISC[4], 

Eurocode 4[3] 등의 주요 국외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다. 기존 

실험 연구의 분석으로 전단스팬비(), 재료의 강도(′, 

), 직경두께비() 및 축력비() 등에 따른 전단강도

의 영향을 알아본다. 기존 실험 연구는 콘크리트 충전형 강

관의 전단거동과 관련된 실험결과로써 전단연결재 미설치 

및 탄소섬유쉬트(CFRP Sheets) 보강이 되지 않는 원형 

CFT 기둥의 전단 실험결과를 사용하였다. 

2. 현행 설계 기준 분석 

원형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 기둥은 콘크리트와 강재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우수한 성능을 지닌다. 현행 설계기준은 

CFT의 직경두께비 제한 값,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도 및 강

재비 제한 값, 전단 강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

구에서는 각 설계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현행 설계기준 분

석을 위해 ACI[3], AISC[4], Eurocode 4[5] 등의 주요 설계기

준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국내 설계기준에서 콘크리트는 

ACI를 따르며, 강재는 AISC를 따르고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2.1 각 설계기준의 사용제한 

Table 1은 원형 CFT 기둥의 강재와 콘크리트 강도 제한값

과 강재비 제한값을 나타낸 것이다. ACI의 경우 관련된 규정

이 전무하며 이에 따라 다른 설계기준들과 달리 진화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료 강도 제한값은 AISC의 경우 강

재는 525MPa, 콘크리트는 70MPa이며, EC4의 경우 강재는 

460MPa, 콘크리트는 60MPa로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

는 고강도 부재보다 다소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실험 

부족으로 인한 근거 불충분으로 제한되고 있다. 강재비 제한

에서는 AISC의 경우 CFT의 총 단면적과 강재의 단면적 비

로 나타내고 있으며, EC4의 경우 콘크리트, 철근, 강관과 같

이 각 요소의 단면적과 재료의 강도까지 고려하여 CFT 소성

저항의 비로 제시하고 있다. EC4가 각 재료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강재비를 평가하며 규정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원형 CFT 기둥의 직경두께비() 제한값과 강종에 따른 

한계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직경두께비가 큰 원형 

CFT 기둥이 외력에 의해 국부좌굴이 발생된다면 기둥은 소

Fig. 1. CFT drilled shaft subjected to large shear force

Fig. 2. Cross section of circular C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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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도가 감소한다. 각 설계기준에

서는 직경두께비 제한 값을 설정함으로써 국부좌굴을 방지

를 막으며 단면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AISC의 설계기준은 

다른 설계기준들과 달리 조밀(Compact)단면, 비조밀(Non-

compact)단면 및 최대 허용(Max) 등으로 구분하여 부재설

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는 기준을 보여준다. 강종에 따라 

직경두께비 제한값에 의한 한계값은 강재의 항복강도가 커

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AISC는 가장 완화된 기준

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종 SS400일 때는 ACI, 강종 SM490

와 SM570일 때는 EC4가 다른 설계기준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

을 보였다. ACI, EC는 직경두께비가 큰(예를 들어,   

이상) CFT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재 SM490과 

SM570의 적용이 어려우며 고강도 강재의 적용이 상당히 제

한적임을 나타낸다.

2.2 원형 CFT의 전단 설계식 

2.2.1 ACI

ACI는 원형 CFT 기둥의 강관을 제외한 콘크리트와 철근

의 단면만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한다. 전단력과 휨모멘트만

을 받는 부재일 경우 식 (1-a)에 의해 산정되며, 전단과 동시

에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 (1-b)에 의해 산정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a)

  

   

 


′  


 (1-b)

  

단, 원형 CFT에서 무근콘크리트로 채운 콘크리트만의 전

단강도는 전단력에 대한 위험단면의 위치를 결정할 때 면적

이 같은 무근콘크리트 정사각형 부재로 취급할 수 있다. 무

근콘크리트 설계에서 전단력에 대한 직사각단면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  (1-c)

  

2.2.2 AISC

AISC에서 원형 CFT 기둥의 전단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단면과 철근 단면을 무시

하고 강관의 단면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ACI를 참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방법은 CFT의 

강재만을 적용한 방법으로 강관과 철근의 단면이 고려되어진

다. 세 가지 설계 규정에 따른 전단 설계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1. Limiting material strength and steel ratio of CFT

ACI AISC EC4


-

525MPa 460MPa

′
21MPa

-70MPa
20MPa

-60MPa

Steel 
ratio  ≤ 



 ≤  ≤ 

( 

 )

AISC,  : Cross-sectional area of steel,
 : Gross area of composite member

EC4,  : Cross-sectional area of the steel, 
 : Yield strength of steel,
 : Cross-sectional area of concrete, 
 :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Cross-sectional area of reinforcement, 
 : Yield strength of reinforcement
    

Table 2. Limiting diameter-to-thickness ratios of CFT

ACI AISC EC4

Limit 






  Max.
















Steel
grade

(1)
83.5 130.9 165.7 270.4 90.0

Steel
grade

(2)
72.2 97.6 123.7 201.7 67.1

Steel
grade

(3)
60.4 68.3 86.6 141.2 47

Steel grade (1): SS400, =205000MPa, =235MPa
(2): SM490, =205000MPa, =315MPa
(3): SM570, =205000MPa, =4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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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관의 단면만을 고려할 경우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기여를 무시하고 단일 부재로 가정하는 것으로, 강구

조 설계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형 강관의 전단 설

계식을 사용하고 있다. 

  

  (2-a)

여기서, 은 다음 식 (2-a1), (2-a2) 중 큰 값을 사용하되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a1)

 


 






 (2-a2)

  

(2) ACI를 참조하여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만

을 고려할 경우는 식 (1-a), (1-b), (1-c)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이 방법에서는 ACI와 일치하는 강도저감

계수 0.75가 적용된다.

  

(3) 강관과 철근 단면을 고려할 경우 AISC의 강관 전단 

설계식(2-a)와 ACI의 전단 설계식(1-a)에서 철근의 

전단 설계식을 조합한다. AISC는 첫 번째 설계식의 

강도저감계수를 0.90, 세 번째 설계식에는 강도저감

계수를 ACI와 같은 값인 0.75로 규정하여 강관의 철

근의 조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다.

   

 


 (2-b)

  

2.2.3 Eurocode 4

EC4의 전단만을 받는 CFT에 대한 단순화된 방법은 AI 

SC의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강관의 단면만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형 강관은 단면적을 으로 고

려하고, 강도는 AISC의 제한값과 같은  ≈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AISC에 비해 EC4의 강관 단면 고려는 

약 1.27배 더 큰 강관의 단면적을 적용한다.

Ed  plaRd



 



 

≈


 (3)

  

위와 같은 정리에 따라, 주요 현행 설계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전단강도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통적

인 결점은 현행 설계기준이 철근콘크리트구조, 강구조와 합

성구조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CFT

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ACI는 철근콘크

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만을 고려하고, AISC는 강재(강관

만을 혹은 철근과 강관의 합) 또는 철근콘크리트만을(ACI를 

참고하여), EC4는 강관만으로 전단 설계식을 산정하고 있

다. 또한 CFT의 전단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단스팬비, 

축력비, 부착응력 등의 대한 미흡한 고려로 보수적으로 설계

되기 쉽다. 

3. 기존 연구 분석

초기의 CFT 전단 실험연구는 각형 CFT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13],[14]. 그 이후로 Xu et al.[6], Xiao et al.[7], 

Nakahara and Tokuda[8]는 소구경(약 160mm)의 CFT로 

제한된 전단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가력방법은 

횡하중만을 받거나 축하중과 횡하중을 받는 CFT 전단 실험

으로 실행되었다. Table 3은 CFT의 전단실험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여기서 는 강관의 직경, 는 강관의 두께, 는 

직경두께비, 은 실험체 전체 길이, ′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는 강관의 항복강도, 는 전단스팬비, 는 

축력비를 뜻한다.

Xu et al.[6]은 Fig. 3과 같은 정적 횡하중을 적용한 3점 실

험을 통해 총 35개 실험체를 전단스팬비와 직경두께비,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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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종류(일반 콘크리트, 자기응력 콘크리트) 및 압축강도, 

실험체 양 끝단의 엔드 플레이트 설치 유무에 따라 전단강도

를 평가하였다. 전단스팬비는 0.1~1까지 변수로 두었으며, 

직경두께비는 38, 56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전단스팬

비 0.5이상에서는 휨파괴, 그 외의 모든 실험체는 전단파괴

가 발생하였다(Fig. 4). 전단스팬비와 직경두께비가 증가할

수록 전단강도는 감소하였으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

할수록 전단강도는 증가하였다. 자기응력 콘크리트(Self 

stressing concrete) 사용 유무와 실험체 양 끝단의 엔드 플

레이트 설치 유무의 경우 CFT의 부착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자기응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의 수축을 방지하고, 자기 압축 응력을 유도함에 따라 CFT의 

부착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엔드 플레이트를 실험체 

끝단에 설치함으로써 콘크리트와 강관의 슬립이 방지되고, 

부착응력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Fig. 5는 엔드 플레이트 유

무에 따른 강도 및 강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단 실험 결과이

다. 여기서, 실험체 Uc-2은 엔드 플레이트가 존재하지 않으

며, Sc-2는 엔드 플레이트를 갖는다. 초기 강성에는 큰 변화

가 없으나 콘크리트 파괴가 발생한 B점 이후로 강성과 강도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험체 Uc-2가 콘크리트 파괴

(a) Flexure failure

(b) Shear failure 

Fig. 4. Failure of CFT by Xu et al.[6]

Fig. 5. The comparison of applied load-deflection curves with 
end plate by Xu et al.[6]

Table 3. Previous experimental studies of CFT subjected to 
shear

Xu et al.[6] Xiao et al.[7] Nakahara and 
Tokuda[8]

Test 
type

Monotonic
Lateral 
Force

Monotonic
Lateral 
Force

-Constant
Axial
Force

Cyclic
Lateral 
Force

-Constant
Axial
Force

The number 
of specimen 35 58 5

(mm) 140-166 160-166 165
(mm) 2.96-3.68 3-6.5 5
 38, 56 29-55 33

 (mm) 600 154-800 165
′(MPa) 28-33 26-32 49, 64

(MPa) 364, 371 345-445 534, 542

 0.1-1 0.14-1 0.5
 0 0-0.4 0-0.4

 : Diameter of steel tube,  : Thickness of steel tube,
 : Diameter to thickness ratio,   : Total length, 
′ :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Yield strength of steel tube, 
 : Shear span ratio,  : Axial force ratio

Fig. 3. Test setup by Xu et a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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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슬립이 발생되고, 콘크리트와 강관의 부착응력이 감

소되어 간접적으로 강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드 플레이트의 설치, 일반콘크리트보다 자기응력 콘크리

트를 적용할 때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착응력과 전단강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Xiao et al.[7]은 총 58개의 실험체 양단에 엔드 플레이트

를 설치하여 일정한 압축하중을 준 상태에서 실험체의 중심

부에 정적 횡하중을 가했다(Fig. 6). 주요 변수는 전단스팬

비, 강관과 콘크리트의 강도, 강관의 직경과 두께, 실험체의 

길이, 축력비 이다. 콘크리트와 강관의 강도, 축력비가 증가

할수록 전단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전단스팬비가 감소할

수록 전단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전단스팬비 0.14와 0.4에서

는 전단파괴, 0.5와 1에서는 휨파괴가 발생하였다.

다른 연구와 달리 Xiao et al.[7]은 끝단 길이의 영향을 파

악하기위해 일정한 전단스팬비(  )를 갖으며 실험

체 전체 길이를 변수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끝단길이는 실험

체의 가력위치에서부터 지지점의 위치까지의 전단 지간을 제

외한 나머지 길이를 말한다. Fig. 7에서 보듯이, 첫 번째 끝

단길이가 짧은 실험체에서는 엔드 플레이트와의 접합부에서 

용접파단이 발생되었으나 동일한 전단스팬비를 갖으며 끝단

길이가 긴 실험체는 용접파단 없이 큰 전단강도가 발휘되며 

최종적으로 실험체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끝단 

길이가 짧은 실험체는 부착응력이 상당히 작게 발휘되며 큰 

전단변형에 의해 용접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

체 이후에 실험한 끝단길이가 짧은 실험체 시리즈는 엔드 플

레이트와의 접합부에 용접 보강을 한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실험결과 Fig. 8과 같이, 용접 보강된 끝단길이가 짧은 

실험체(double welding s22-c3-1)와 긴 실험체(long to 

short s22-c3-1)의 최대 전단강도는 비교적 유사하였으며 

모두 접합부의 용접파단 없이 실험체의 전단파괴가 발생되

었다. 끝단길이가 긴 실험체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부착응력 

증가로 인하여 슬립 감소와 용접파단 방지로 효율적인 전단

강도가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엔드 플레이트와 실험

체간의 용접보강이 된 끝단길이가 짧은 실험체의 경우 용접

보강에 의해 슬립이 방지되어 궁극적으로 전단강도가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 끝단길이와 엔드 플레이

트의 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끝단길이를 변수를 갖으며 엔

드 플레이트가 없는 실험체의 전단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Fig. 6. Test setup by Xiao et al.[7]

Fig. 7. Weld rupture of end plate for short specimen by Xiao 
et al.[7]

Fig. 8. Effect of weld strengthening by Xiao et al.[7]

Fig. 9. Test setup by Nakahara and Toku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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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Nakahara and Tokuda[8]의 전단 실험 셋업이

며 변수는 축력비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였으나 콘크리트 압

축강도에 따라 축력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콘크리트 압

축강도만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모든 실험

체의 전단스팬비는 0.5, 직경과 길이는 165mm, 강재의 항복

강도는 약 540MPa으로 설정되었다. 실험체 양단에는 두께 

12mm의 엔드 플레이트 용접하여 설치하였으며 일정한 축하

중과 동적 횡하중을 주었다. Fig. 10은 축력비를 변수로 진

행된 전단실험 후 실험체의 형상이다. CC05-40-1N은 축력

비가 0.1, CC05-40-4N은 축력비가 0.4인 실험체이다. 축

력비가 0.1인 실험체는 두드러진 변형이 보이지 않았으나, 

축력비가 0.4인 실험체는 콘크리트의 체적 변형으로 인하여 

강관의 옆면이 볼록하게 도드라진 부분이 나타났다. 최종적

으로 모든 실험체는 전단파괴가 발생하였으며 강관의 전단

항복이후로 실험체의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Fig. 11에서

와 같이 실험 결과, 축력비에 따라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하였다. 축력비가 0.1일 때 보다 0.2에서 큰 전단강

도를 갖지만, 축력비가 0.4일 경우에서는 축력비 0.2보다 

작은 전단강도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Xiao et al.[7]

과는 다른 실험결과를 보였다. 실험체 셋팅 및 실험 방법 등

에 따라 변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Nakahara 

and Tokuda[8]의 실험체의 수가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압축

-전단의 조합하중을 받는 CFT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실험연구 분석을 통해 원형 CFT의 전단성능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전단강도의 주요 변수인 전

단스팬비는 전단지배와 휨지배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Nakahara and Tokuda[8]는 전단스팬비 0.5에서 전단파괴

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연구들의 경우 전단스팬비가 0.1이

상 0.5미만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대략적으로 전단스

팬비가 0.5이하일 때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휨보다 전단의 

지배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전단스팬비와 직경두께비가 증

가할수록 전단강도는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재료강도가 증

가할수록 전단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전단강도를 증

가시킬 수 있는 축력비의 한계와 부착응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끝단길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4. 설계기준과 기존 실험연구의 비교

이 장에서는 기존 실험 연구결과와 현행 CFT의 전단 설계

식을 비교하였다. 전단강도에 대한 현 설계식의 정확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 연구에서 휨파괴가 발생된 실험체

는 제외하였다. 직경두께비(), 축력비(/), 전단스팬

비() 등과 같이 전단강도의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실험

(a) Specimen of axial force ratio=0.1

(b) Specimen of axial force ratio=0.4

Fig. 10. The specimens after the test by Nakahara and Tokuda[8]

Fig. 11. Relations between axial force and shearing capacity by 
Nakahara and Toku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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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한 전단강도(exp)와 설계기준에 의한 전단강도

()를 비교하였다(Fig. 12, 13, 14). 여기서 실험결과에 의

한 전단강도는 각 실험 논문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Nakahara and Tokuda[8]는 측정한 강도의 최대값을 전단

강도로 결정하였으며, Xu et al.[6]은 강관에서 국부좌굴이 발

생한 시점, Xiao et al.[7]은 측정한 강도의 항복점 또는 항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강도 사이의 변곡점을 전단강도로 

결정하였다. 2장에 제시한 현행 설계기준의 전단 설계식을 

이용하여 기존 실험연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계기준 중 

AISC의 경우, CFT를 산정하는 3가지 규정이 있다. 분석된 

실험 연구들은 철근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AISC의 전단 설계

식 중 강관만을 고려하는 식 (2-a)을 적용하였다. 마찬가지

로, ACI도 무근콘크리트의 전단 설계식 (1-c)를 적용하였

다. ACI는 다른 설계기준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전단설계를 

제시되며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Fig. 12). 이 장에서는 ACI

가 보수적인 설계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

여 Fig. 12(a)의 exp축(y축)의 최대값을 120으로 설정

하였다. 이 후 비교(Fig. 12(b), 12(c), 13, 14)에서는 ACI 외

에 다른 설계식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exp축의 최

대값을 조정하였다. exp축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다. 

ACI를 제외한 나머지 식의 비교로써, Fig. 12(b), 13(a), 

14(a)의 exp축 최대값을 5로 설정하였다. 추가로, 정확

도에 대한 세밀한 비교를 위해 Fig. 12(c), 13(b), 14(b)의 

exp축 최대값을 2로 설정하였다.

합성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구조의 구조적 차이점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설계기준의 전단 설계식을 보

완하기 위해, ACI의 콘크리트 전단 설계식과 AISC의 강관 

전단 설계식을 조합하여 CFT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단순화

된 식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식은 아래와 같으며, 이 장에서 

실험결과 및 현행 설계식(AISC, ACI, EC4)과 비교하였다

(Fig. 12, 13, 14).

   

  ′ 

  ′  (4)

여기서, 는 AISC의 전단강도 평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

이며 강관만을 고려한 제시한 식 (2-a)을 적용하였다. 식 

(2-a)와 같이, 의 제한값인 으로 강관의 강도를 설

정하였으나 강관 단면적은 AISC의 식과 달리 강관에 구속효

과가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원형강관 단면적의 절반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였다. 는 ACI의 식 (1-a)에서의 콘크리트

의 전단강도이다. 기존 실험에서는 모두 철근을 제외한 무근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지만 구속효과에 의해 CFT에서 강관이 

철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무근콘크리트 전단 설

계식 (1-c)을 적용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전단 

설계식 (1-a)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식 (4)는 CFT의 구속효

(a) exp of maximum value 120 versus 

(b) exp of maximum value 5 versus  

(c) exp of maximum value 2 versus  

Fig. 12.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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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강관과 콘크리트의 단면 모두에 적용한 식이다. 그러나 

전체길이, 끝단길이 등과 같은 CFT 구속효과의 변수를 고려

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기준과 전단 설계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조합된 식 (4)는 Fig. 

12~14에서 Combined Eq.으로 표기하였다.

전단강도의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비교(Fig. 

12~14)를 분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비교로써 실험결과에 의

한 전단강도(exp)와 설계기준에 의한 전단강도()을 비교

하고 각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현행 설계기준에 의한 

exp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ACI의 경우는 55.8, 

AISC는 2.7, EC4는 2.2, 조합식(Combined Eq.)은 1.3을 

나타내었다. 조합식, EC4, AISC, ACI 순으로 정확도가 높

음을 보여준다. 강관의 면적을 많이 고려하는 설계식 순으로 

정확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전단 설계식에서 강관, 콘크리

트와 부착응력의 고려가 요구됨을 나타낸다. 

4.1 직경두께비()

Fig. 12는 직경두께비()에 따른 전단 실험과 설계식에 

의한 전단강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CFT의 직경두께비는 강

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면에 대한 변수로써 직경두께비

가 커질수록 콘크리트의 단면적이 증가하며 강재의 단면적

은 감소한다. Fig. 12(a)에서 보듯이, 전단 설계식에서 강관

을 무시하고 콘크리트의 단면적만을 산정하는 ACI는 직경두

께비가 커질수록 실험값과의 오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러나 ACI는 exp이 약 120까지 도달하면서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ACI는 타 설계식들 보다 

현저하게 보수적임을 나타낸다. ACI와 달리 강관을 고려하

는 AISC, EC4, 조합식(Combined Eq.)의 경우 exp이 1

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Fig. 12(b)는 Fig. 12(a)에서 

exp(y축)의 최대값을 5로, Fig. 12(c)는 Fig. 12(a)에서 

exp(y축)의 최대값을 2로, 설정하여 나타낸 비교이다. 

(a) exp of maximum value 5 versus  (b) exp of maximum value 2 versus 

Fig. 13.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with 

(a) exp of maximum value 5 versus  (b) exp of maximum value 2 versus 

Fig. 14.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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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는 상당한 크기의 오차로 인하여 이후 Fig. 12(b),(c)에

서는 표기되지 않았다. 조합식(Combined Eq.), EC4, AISC 

순으로 정확도가 높았으며 강관의 면적을 많이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직경두께비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상승하였다. 같은 크기의 직경에서 CFT에서 직경

두께비가 작을수록 강관의 단면은 증가하고 콘크리트의 단

면적은 감소되므로 CFT의 전단성능은 콘크리트보다 강재의 

역할이 지배적임을 보여주었다. 

4.2 축력비()

축력비는 전단실험에 있어서 Xu et al.[6]을 제외한 모든 

실험의 변수로 적용되었다. 여기서, 축력비를 변수로 CFT의 

전단실험을 한 Xiao et al.[7]과 Nakahara and Tokuda[8]의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 Xiao et al.[7]의 실험결과에서는 축력

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하였지만, Nakahara and 

Tokuda[8]는 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함을 

보이다 일정 축력비 이상에서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Nakahara and Tokuda[8]의 실험체 수가 상대적으로 제

한적이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실험결과는 대부분 Xiao 

et al.[7]의 실험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교･분석에 사용된 현

행 설계기준의 전단 설계식은 축력비를 고려한 전단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ig. 13과 같이 축력비에 따른 전

단 실험과 설계식 비교에서 축력비가 높아질수록 실험의 전

단강도(exp)는 증가하지만 설계식에 의해 축력비와 관계없

이 일정한 전단강도 값()의 도출로 인하여 오차가 증가하

였다. 직경두께비 비교와 같이 조합식(Combined Eq.), 

EC4, AISC 순으로 정확도가 높았다. 한편, Fig. 13에는 제

시되어있지 않지만 ACI의 경우 축력을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의 콘크리트 전단 설계식 (1-b)을 사용하였을 때도 다른 설

계식에 비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며 비합리적임을 보여주

었다. 전반적으로 축력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하

며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축력비 한계의 검토 필요성

이 요구된다.

4.3 전단스팬비() 

Fig. 14에서는 CFT의 전단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인 전단스팬비를 기준으로 실험결과와 현행 설계

기준을 비교하였다. 전단스팬비는 부재의 휨요구와 전단요

구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전단스팬비가 감소

할수록 전단요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상당한 전단강도를 

발휘한다. 반면에 전단스팬비가 증가할수록 전단요구가 감

소되고 휨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 실험결과를 통해 전단스팬비가 0.5를 

초과할 경우 휨파괴가 발생하며 전단보다 휨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FT의 휨성능보다 

전단성능에 초점을 두며, 실험결과에서 휨파괴가 발생한 실

험체의 결과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전 비교와 같이 조합식(Combined Eq.), EC4, AISC 순

으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축력비와 유사하게, 모든 설

계식에 의한 전단강도()는 전단스팬비에 대한 영향을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갖는다. AISC의 경우 강관

에 대한 을 산정할 때 최대전단력 작용점과 전단력이 0인 

점 사이의 거리 , 즉 전단지간 를 고려하지만 모든 실험

데이터에서 의 제한값 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단지간

을 무시한 전단 설계식이 된다. 따라서 설계식에 따른 일정

한 전단강도()와 비교 시, 실험결과에서는 전단스팬비가 

증가할수록 전단보다는 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단강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오차(exp)가 작아진 

것을 나타낸다. 작은 전단스팬비를 갖는 CFT의 경우 상당한 

전단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전단스팬비와 전단 설계식에서의 

관계 규명이 요구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의 전단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계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써 기존 원형 CFT의 전단 실험 연구와 현행 설계기준의 비

교･분석 연구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요 현행 설계기준 ACI, AISC, EC4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재료 강도 및 강재비 제한값, 직경두께비 제한값, 전

단 설계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AISC가 비

교적 유연성을 갖으면서 가장 진보된 형태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 모두 CFT의 성능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부착응력을 고려하지 못한 전단 설계

식을 갖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강구조, CFT 

합성구조의 구조적 메커니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비합

리적인 전단 설계식이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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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전단 실험 연구는 모두 소구경으로 제한된 CFT 실

험체를 사용하였다.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는 전단스팬비, 축력비, 직경두께비, 콘크리트와 강

재의 강도 등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반면에 CFT의 전

체 길이, 끝단길이와 구속효과에 따라 전단강도의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 실험 부족으로 연구에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3) 기존 전단 실험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설계기준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설계기준식이 만족스럽

지 못한 예측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ACI는 

타 전단 설계식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강관의 단면적만을 적용한 AISC와 EC4의 경우, 콘크리

트만을 적용한 ACI보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이

었지만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ISC와 ACI의 식을 조합하여 

강관과 콘크리트에 구속효과를 적용한 식의 경우, 가장 

정확도가 높음을 보여주며 CFT 전단 설계식에서 구속

효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나타냈다.

(4) 이 연구를 반영하여 CFT 전단실험을 계획할 것이며 실

험결과와 해석결과의 검증 및 변수연구를 진행할 것이

다.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철근의 유무, 축력비

의 한계와 부착응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끝단길이에 

대한 변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부착응력

의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과 전단 설계식

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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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Symbols)

 : 콘크리트의 단면적, mm2

 : 철근콘크리트의 단면적, mm2

 : 강관의 단면적, mm2

 : 철근의 단면적, mm2

 : 강관의 외경 또는 CFT의 직경, mm

 : 강관의 탄성계수, MPa

 : 강관의 전단좌굴 임계응력, MPa

 : 최대전단력 작용점과 전단력이 0인 점 사이의 

거리, mm

 : 단면에 작용하는 축력, N

 : 콘크리트에 의한 단면의 전단강도, N

plaRd : 강관에 의한 소성 설계 전단 저항, N

 : 강관 혹은 전단철근에 의한 단면의 전단강도, N

 : 부재 폭, mm

 :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종방향 인장철근의 중심

에서 압축콘크리트 연단까지 거리, mm

′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 강관의 항복강도, MPa

 : 철근의 항복강도, MPa

 : 부재의 전체 두께, mm 

 : 철근 간격, mm

 : 강관의 두께, mm

  : 강도저감계수

 : 강재의 부분계수

요 약 :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은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보다 뛰어난 변형 능력과 강도 갖고 있다. 
CFT 현장타설말뚝은 지진하중, 토양액상화 등에 의해 큰 국부전단력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직경으로 설계되어 진다. 그러

나 현행 기준의 전단 설계식은 CFT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보수적인 설계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단 설계식의 개선을 

위한 선행 전단 실험연구가 거의 없으며 그조차 소구경의 실험연구로만 존재한다. 이 연구는 대구경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의 개선된 

전단 설계식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원형 CFT 기둥 전단의 선행 실험연구와 현행 설계기준 비교분석을 실행하였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부착응력, 전단강도, 전단스팬비, 축력비, 직경두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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