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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
구조는 폐 단면 부재로서 휨모멘트를 부담하는 강관이 외

측에 있고, 축력을 부담하는 콘크리트가 내측에 있어 강관

이 내부 콘크리트를 구속한다. 한편 콘크리트가 강관의 국

부좌굴을 막아주는 효과에 의하여 강도와 에너지 흡수 능

력이 다른 구조시스템에 비해 우수하다[1],[2]. 이러한 CFT 기

둥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고층건물뿐만 아니라 저층

건물 및 대공간 구조에서도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

다. 그러나 기존 CFT 기둥뿐 아니라 용접조립(built-up)되는 
모든 부재의 경우 강관의 두께와 상관없이 판을 용접하여 

제작해야 하므로 특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생산 시 

제작성이 떨어지게 된다[3],[4]. 또한, 콘크리트와 강관이 이

질재료로서, 소요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부착 면이 먼저 탈

락하기 때문에 일체거동을 나타내기 힘들다. 1990년대 개발

된 용접조립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 기둥(이하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column, ACT column)은 철근콘크

리트 기둥, 철골기둥,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대비 동일단

면에 대해 저항성능이 높아 단면효율이 높은 공법이다. 그
러나 강재의 성형단계에서 공장제작의 한계로 인해 단면 크

기가 제한되었다(최대: 616 mm × 616 mm)[5],[6]. 또한 고하

중용 대형단면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구

조안전성 및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강재의 변

형을 제어할 수 있는 보강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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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요

구되는 보-기둥 접합부의 접합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가 컬럼의 구속효과를 위한 

조립식 합성기둥 형상을 제안하며, 콘크리트 타설압의 안정

성을 실험 및 해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1.2 Mega Column의 선행연구 고찰

1990년대 경제적 단면을 요구하는 얇은 강관의 합성기

둥이 소개되었다. 강관의 얇아진 두께는 강재 단면의 국부

안전성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

관 내·외부에 스티프너로 보강된 CFT 기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Ge and Usami[7]는 Fig. 1(a)와 같은 기둥형상으로 압축재

하 실험을 통한 내부 steel strip을 추가하였고, 그로 인한 축 

강성과 내력증가를 확인하였다. 소량의 단면 보강으로 인

해 내력확보가 가능한 것은 폭두께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

며, 그로 인해 좌굴모드가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Huang et al.[8]은 Fig. 1(b)와 같이 내부 구속력을 증가시키고

자 각형 강관 네 모서리에 타이 바(tie bar)를 설치하여 일반 

각형 CFT기둥과 축 내력과 거동을 비교하였다. 강관은 타

이 바에 의해 콘크리트와의 효과적인 구속효과를 발휘하며 

폭두께비가 큰 각형 CFT기둥에 효율적인 내력과 연성발휘

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Zhong et al.[9]는 Fig. 1(c)와 같이 강관 내부에 스티프너

를 설치한 stub CFT 기둥 실험체는 길이방향의 스티프너가 
강관의 국부좌굴 방지와 콘크리트 코어에 대한 횡구속효과

를 증대시키며 내·외부에 설치된 스티프너가 동일한 성능

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된 Fig. 1(a)단면

과 큰 차이점은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며, 보강 스티프너의 위

치와 단면적비 변수로 분석된 점이다. 
Mursi and Uy[10]는 강관 내외부에 설치된 스티프너에 대

한 실험결과를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각형 CFT 기둥의 국

부좌굴내력은 기둥을 구성하는 플레이트의 세장비와 구속

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스티프너 보강이 단면의 효율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Ellobody[11]는 내부 스티프너가 설치된 각형 CFT 장주

기둥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내부 스티프너가 CFT 기
둥의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에 

포함된 폭두께비 변수는 60 - 160까지이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20 MPa - 100 MPa까지 범위를 두었다. 특히, Cai and 

He[12]은 Fig. 1(d)와 같이 강관 내 binding bar(바인딩 바)를 

교차하여 결속력을 높인 형상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

해 바인딩 바의 간격과 직경이 CFT 기둥의 극한강도와 소

성변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 각형 CFT과 

비교한 결과 강도증가는 1.2배 - 1.4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대내력 이후 완만하게 내력이 유지되

는 우수한 연성적 거동 확인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Wright[13]는 얇은 강관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

둥의 폭두께비의 제한치를 제안하였다. 현재까지도 많은 나

라에서 얇은 강관을 이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Steel strip Tie bars

(a) Ge and Usami[7] (b) Huang et al.[8]

Stiffeners
(internal)

Binding bar

(c) Zhong et al.[9] (d) Cai and He[12]

Fig. 1. Reinforced CFT cross section
 
본 연구와 직접적인 선행연구로 ‘용접조립 각형 CFT 기

둥 및 접합부의 거동’[14]의 연구에서는 큰 좌굴내력을 발휘

하도록 하는 용접조립 각형강관을 개발하였으며, 6 mm - 
10.5 mm의 두께를 갖는 얇은 강판을 이용하는 용접조립 각

형강관은 기존 설계식에 비해 완화된 폭두께비를 만족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면형상에 따라 필요 용접 목두께

를 제안하였고 용접조립 각형강관은 기둥 폭의 중앙에 길

이방향으로 설치된 리브가 폭두께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강관의 전단면이 유효

단면이 되므로 동일 폭의 일반강관 기둥에 비해 단면효율이 

36 % - 38 %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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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가 기둥 형상개발

강관 내부에 일정간격으로 부착한 바인딩 프레임(BF)을 

통해, Fig. 2와 같이 면외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타설압에 저

항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BF의 단면 설계는 BF 경사재(앵
글)의 단면력이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압보다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한다.

Resistance force
of the pipe

δ1

Installation force 
of concrete

δ2

Installation force 
of concrete

Resistance force
of B.F

B.F

(a) Normal square 
steel tube

(b) Square steel tube 
with binding frame

Fig. 2. The resistance of the binding frame 
for the concrete installation force

Binding frame
(angle)

Binding frame
(angle or plane)

Thick plateSteel corner

(a) The shape of the binding frame
Thick placeBinding frame

(angle or plane)

Binding frame
(angle)

Steel corner

(b) ACT Column 2 (assembled with the binding frame)

Fig. 3. The shape of the ACT Column

합성메가 기둥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합성효과를 발휘

하기 전에는 강관기둥으로서 시공 하중에 저항한다. 강관 내

부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BF는 콘크리트의 타설압에 대

해 저항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합성단면으로서 성능이 발휘될 경우, 기둥 압축력에 의해 콘

크리트가 강관을 면외로 밀어내는 응력이 발생한다. 이때

에 BF가 강관의 면외변형을 제어하기 때문에, 강관의 국부

좌굴이 지연되고, 콘크리트에 대한 구속효과가 증대된다. 이
러한 BF의 역할로 인해 합성 메가 기둥의 압축력에 대한 저

항성능이 향상된다.
내부에 바인딩 프레임으로 보강한 합성 메가 기둥의 제

작은 Fig. 4와 같다. 8각형의 바인딩 프레임은 Fig. 4(b)와 같

이 기둥 제작 틀에 후판의 위치를 고정하고, 바인딩 프레임

의 상·하부에 후판을 용접 조립한다. 조립된 제작품을 90° 
회전하여 바인딩 프레임의 4방향에 후판을 부착한다. 합성 

(a) Making the binding 
frame

(b) Attaching thick plates
(up and down) on the binding 

frame in a certain interval 

(c) Attaching the lasting 
thick plates after rotating 

90 degrees the binding frame

(d) Attaching reinforcements 
on the perpendicular legs 

of the binding frame

(e) Attaching steel 
materials for the edges 

(tack welding)

(b) Attaching steel materials 
for the edges (tack welding) 
after rotating 180 degrees

Fig. 4. Making frame and the making process 
of the binding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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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기둥의 단면 설계 시 필요할 경우 내부에 철근을 부착

하여 강도보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바인딩 프레임의 경사재

(앵글)의 수직 래그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이후 제작 틀의 

상부 2개소에 모서리 강재를 가용접하고, 180° 회전 후 모서

리 강재와 후판을 가용접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이때에 기

둥의 길이방향으로 휨이나 직각도를 확인한다. Fig. 4(f)와 

같이 가조립이 완료된 강관 기둥은 자동 용접을 통해 본 용

접이 진행된다.

3. 콘크리트 타설압에 대한 해석적 평가 

3.1 해석개요 및 방법

내부 보강재가 없는 합성 메가 기둥 단면(1,000 mm × 
1,000 mm)을 대상으로 식 (1)에 의한 강도검토에서 최고 타

설 높이 10 m, 식 (2)에 의한 변형검토에서 최고 타설 높이

는 0.5 m로 나타났다. 변형에 대해 각형강관면의 평탄도 허

용차는 변길이의 0.5 % 이하, 3 mm 이하 중 작은 값으로 제

한된다. 유한요소해석과 수압실험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압

(0.23 MPa)과 변형량 제한값(0.3 mm)에 대한 합성 메가 기

둥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15].

(1) 강도에 대한 검토

ℎ ≤ 2𝐹𝑦
𝛾(𝐵/𝑡)2 × 104 × 𝛼(m), ℎ ≤ 60 m (1)

(2) 변형에 대한 검토 (B ≤ 600 mm인 경우)

ℎ ≤ 0.16𝐸
𝛾(𝐵/𝑡)3 × 104 × 𝛼(m), ℎ ≤ 60 m (2)

합성 메가 기둥의 단면구성과 용접의 개선 및 바인딩 프레

임의 구조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 6.10[16]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강관의 단면크기, 바인딩 프레임의 단면적, 바인

딩 프레임의 설치 간격이며, 단면의 형상 및 바인딩 프레임

의 형상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해석모델은 길이 1.5 m의 □- 
500×500의 축소된 단면기둥과 길이 3 m의 □-1,000× 1,000
의 단면기둥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석은 Solid 요소를 사용

하였고, 경계조건은 Fig. 5(b)와 같이 기둥의 단부에 대해 길

이방향 변위를 제외하고 완전 고정 조건으로 하였으며, 강
관의 전체 단면에 1.0 MPa까지 가력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SM335A강재의 항복강도는 공칭항복강도를 적용하였고, 
응력-변형률 특성은 bi-linear isotropic hardening 모델을 사

용하였다. 강재의 탄성계수는 205,000 MPa이며, 접선 계수

는 탄성계수의 1/100을 적용하였다. 하중은 강관 면내에서 

면외로 압력을 주는 형식으로 가력하였으며, 기둥 변위는 

기둥 중앙부 위치에서 검토되었다.

250
500

125125

250500

125

125

(a) The cross-section of 
the mega-composite column

(b)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analyzing model

Fig. 5. The details of the analyzing model

3.2 해석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고, 압력-중앙

변위 관계를 Fig. 6에 나타냈다. 강관의 콘크리트 타설압 평

가를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A-CMC-1(무보

강) 대비 A-CMC-2(기본보강)의 경우 초기강성이 4.8배 높

은 0.34 MPa/mm로 나타났으며 타설 높이 10 m에 해당되는 

타설압 0.23 MPa에 충분히 견디는 0.541 MPa의 항복압력을 

나타냈다. 보강간격 1/2배와 단면적 2배의 경우 항복되는 타

설압(MPa)은 동일하나 초기 강성에서 각각 1.984 MPa/mm, 
0.524 MPa/mm로 보강간격 1.2배가 단면적 2배보다 3.78
배 강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대 사이즈로 기둥 단면 

1,000 mm인 A-CMC-5의 경우 500단면과 비교하여, 초기

강성은 0.146 MPa/mm로 A-CMC-2의 0.340 MPa/mm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무보강 대비 기

본보강의 경우 초기강성과 항복압력이 각각 380 %, 85 % 
높게 나타났다. 보강간격 1/2의 경우 기본보강 대비 초기강

성과 항복압력이 각각 483 %, 55 % 높게 나타났으며, 보강

재 단면적 2배의 경우 각각 54 %, 55 %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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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pth
(mm)

Initial 
stiffness

(MPa/mm)

Yield 
stress
(MPa)

Note

A-CMC-1 500 0.071 0.291 Un-reinforced

A-CMC-2 500 0.340 0.541
Angle 

reinforcement, 
default direction

(40×40×3)

A-CMC-3 500 1.984 0.841
The interval of 
reinforcement 

50 %

A-CMC-4 500 0.524 0.841
Default direction, 

cross sectional area 
200 % 

(60×60×4)

A-CMC-5 1,000 0.146 0.491
Angle 

reinforcement, 
default direction

(60×60×4)

Table 1. The initial stiffness and yiel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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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ressure - displacement curve 
according to finite - elements analyzing

4. 콘크리트 타설압에 대한 수압 실험평가

4.1 실험계획 및 경계조건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메가 기둥의 콘크

리트 타설압 평가(바인딩 프레임의 구조거동)와 용접의 개

선에 따른 강관의 구조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변수는 강관의 단면크기, 바인딩 프레

임의 단면적과 설치 간격인 해석변수에 추가적으로 용접 

개선 유무와 기둥의 이음이 추가되었다. 실험체는 Table 2 
및 Fig. 7과 같이 3 m 길이의 SM355A □-1000×10t×25t(단

Type Depth
(mm)

Binding frame (angle) Length
(mm) Joint Groove 

weldSize Interval

CMC-1 500 - 1,500 × ×

CMC-2 500 40×40×3 1.0D
(500 mm) 1,500 × ×

CMC-3 500 40×40×3 0.5D
(250 mm) 1,500 × ×

CMC-4 500 60×60×4 1.0D
(500 mm) 1,500 × ×

CMC-5 1,000 60×60×4 1.0D
(1,000 mm) 3,000 ○ ×

CMC-6 500 40×40×3 1.0D
(500 mm) 1,500 × ○

Table 2. List of Experiment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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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etails of the experiment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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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폭, 절곡된 부재의 두께, 후판의 두께) 1개, 1.5 m 길이의 

SM355A □-500×6t×12t(단면 폭, 절곡된 부재의 두께, 후판

의 두께) 5개 등 총 6개로 제작하였으며, CMC-5 실험체 기

둥 상·하부에는 26 mm 두께의 플레이트를 용접하고 그 외 
실험체에는 12 mm 두께의 플레이트를 용접하고 상부 플레

이트에 주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였다. 수압실험은 Fig. 8
과 같이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가 가하는 타설압을 대신하여 

체적탄성계수가 낮은 수압을 이용하여 바인딩 프레임에 

따른 강관기둥의 구조거동을 평가하고자 하며, 실험장비는 

수압을 가하는 water pump, 역류방지를 위한 check valve, 
pressure gauge, 수압을 조절하기 위한 flow control valve로 

구성된다.

750

250

750 750

187.5

1 2

62.5

Left Front Right

(a) Frontal and back strain gauge

  

(b) Installing the measurement sensor

Fig. 8. Installing the experimental objects and 
the location of the measurement sensors

변위계는 기둥 정면과 뒷면을 제외한 측면에 각각 2개

씩 설치하였다. 변위측정 LVDT는 Fig. 8(a)의 ‘Right’ 도면

과 같이 중앙부 플레이트와 절곡된 모서리 부재의 중앙에 

설치를 하였으며 스트레인 게이지(W.S.G)는 실험체의 길

이방향인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Fig. 8(a)의 ‘Left’ 및 

‘Front’ 도면과 같이 기둥의 중앙부와 바인딩 프레임이 설

치된 부분에 부착하였다. 실험체의 경계조건은 Fig. 8(b)와 

같다. 수압을 이용한 기둥의 가력은 가압 전 강관내부에 물

을 충전하고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수압을 1.0 MPa까지 가

력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강재는 SM335A 6T, 10T, 12T, 24T 두

께의 강판에 대하여 KS B 0801 규준[17]에 적용하여 1A호, 
5호 시험편으로 제작되어 각 3개씩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는 각 강판에 대해 항복강도(σy), 인장강도(σu), 항
복비(σy/σu), 그리고 연신율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Steel 
type

Thickness
(mm)

Yield 
stress

(σy, MPa)

Tensile 
strength 

(σu, MPa)

Yield 
ratio

(σy/σu)

Elongation
percentage

(%)

SM335A

6 345 478 72.1 40

10 319 441 72.3 34

12 331 460 71.9 32

24 334 519 64.4 28

Table 3. Material test results of steel

4.2 실험결과

Fig. 9에 실험체에 대한 수압에 따른 강관의 중앙부 압력-
변위 관계를 나타냈으며 Table 4에 실험체별 초기강성과 

항복압력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항복압력은 1/3접선법을 
사용하여 압력(inner pressure) 변위 관계곡선과 만나는 점
으로 정의하였으며, 초기강성은 항복압력의 1/3인 위치까

지의 압력-변위관계로 선정하였다[18],[19]. 무보강 CMC-1과 
보강된 CMC-2의 초기강성은 각각 0.042 MPa, 0.131 MPa
로 나타났으며, 항복압력은 0.854 MPa, 1.017 MPa로 나

타났다. 용접개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CMC-2 대비 

CMC-6의 초기강성은 157 % 증가하였고, 항복압력은 32 % 
작게 나타났다. 바인딩 프레임의 간격과 단면적 관계를 비

교하기 위해 CMC-2 대비 CMC-3, CMC-4의 초기강성은 

각각 0.389 MPa, 0.259 MPa로 각각 197 %, 97 % 증가하

였으며 항복압력은 각각 1.41 MPa, 0.85 MPa로 나타났다. 
단면 1,000 mm인 CMC-5의 경우 초기강성과 항복압력이 

0.337 MPa, 0.693 MPa로 나타났다. CMC-3을 제외한 실

험체는 강관면의 중앙부에서 최대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CMC-3의 경우 바인딩 프레임과 바인딩 프레임 사이에서 

발생되었다. 파괴형상은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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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sure - displacement relationships 
by water pressure tests

Type Initial strength
(MPa/mm)

Yield pressure
(MPa)

CMC-1 0.042 0.854

CMC-2 0.131 1.017

CMC-3 0.389 1.410

CMC-4 0.259 0.850

CMC-5 0.147 0.598

CMC-6 0.337 0.693

Table 4. Initial stiffness and yield pressure by water pressure 
experiment

(a) 500 mm 
sectional subject

(b) 1,000 mm 
sectional subject

Fig. 10. The deformation shapes of 
the experimental objects

5. 분석 및 고찰

5.1 보강 유무에 따른 거동

유한요소해석과 수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실

험체와 해석 모델을 보강 유무와 바인딩 프레임의 간격 및 

면적 등을 변수로 하중-변위 및 변형률 등을 비교하였다. 
Fig. 11은 강관면에 바인딩 프레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것으로 바인딩 프레임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변형률은 

수압 0.83 MPa에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부 후

판에서의 변형은 압축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바인

딩 프레임 설치위치와 같은 level의 기둥면에서 변형률은 

수압 0.89 MPa에 항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내부 

바인딩 프레임 설치 시 항복압력은 1.017 MPa로 변형에 대

한 각형강관면 평탄도 허용차 3 mm 이하를 현장 10 m 타설 

타설압인 0.23 MPa에서 만족한다. 설계된 바인딩 프레임

의 면적은 타설압 0.23 MPa로 산정되었기에 바인딩 프레임 

설치는 기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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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eformation of the experiment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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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강 간견과 보강량에 따른 초기강성과 내력

Fig. 12에 CMC-2, CMC-3, CMC-4의 압력-변위 관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MC-2를 기준으로 보강간격을 1/2
배로 늘린 CMC-3의 초기강성과 항복압력은 각각 197 %, 
38 % 높게 나타났으며 보강면적을 2배로 확대한 CMC-4
의 초기강성과 항복압력은 97 % 높게, 16 % 낮게 나타났다. 
이는 면적을 보강하기보다는 간격을 줄이는 것이 타설압

에 크게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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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pressure - displacement relationships 
based on whether or not a binding frame is present

6. 결 론

합성 메가 기둥의 단면크기와 바인딩 프레임의 단면적, 
설치 간격, 용접개선 및 기둥의 이음을 변수로 유한요소해

석과 수압실험을 수행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제안한 합성 메가 기둥의 적합한 최적의 바인딩 프

레임 형상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형상은 콘크리트 측

압과 보 플랜지의 단순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는 L형

강으로 후판의 외각으로 설치할수록 기둥의 내력증

가 효과를 가져온다. 기둥의 폭이 1,000 mm보다 작은 

경우 절곡된 리브의 영향으로 리브의 길이를 고려하

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압송압과 콘크리트 타설압에 저항

할 수 있는 바인딩 프레임의 필요 면적을 산정하여, 
10 m 타설 기준 타설압 0.23 MPa을 만족시키는 것

을 확인하였고, 보강간격은 보강면적보다 타설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관 내부에 동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설치 간격 1/2

배와 바인딩 프레임 단면적 2배에 대해 비교 결과 

설치간격을 1/2배 하는 것이 초기강성과 항복강도가 

높게 나왔다. 다만 최적의 설치간격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설치 간격 기둥폭의 1/2배, 1/4배 등 이와 같

은 변수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모든 실험체는 콘크리트의 목표 타설압을 만족하였

지만, 바인더 가격이 가장 넓고(기둥 폭), 기둥 이음

이 있는 불리한 조건의 실험체(CMC-6)의 경우 항복

압력이 가장 낮게 특정되었다. 현장에 적용 시 시공

상 경계조건에 의해 바인더 간격을 기둥 폭 보다 넓

히게 되는 경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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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Notation)

h : 최고 타설 높이(m)
Fy : 강관의 항복강도(tf/cm2)
b/t : 강관의 폭두께비

γ : 콘크리트 단위 용적 질량(tf/m3)
α : 타설 조건에 의한 저감계수, 실험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 의해 정해짐(0.8 ≤ α ≤ 1.0)

요 약 : 메가 기둥의 합성 효과와 구속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강관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되는 바인더 프레임(BF)형상을 제안

하고 있다. 즉 신형상의 메가 합성 기둥을 개발하였으며 단면 크기와 바인딩 프레임의 단면적, 설치 간격, 용접개선 및 기둥의 이음을 변

수로 유한요소해석과 수압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압출 역과 콘크리트 타설압에 저항할 수 있는 바인딩 프레임의 필요 면

적을 산정하여, 10 m 타설 기준 타설압 0.23 MPa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순 계산으로 산정된 단면적으로는 타설 높이 20 m에

서도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메가 기둥, 구속 효과, 합성 구조, 바인딩 프레임, 수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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