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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simplified equation to predict the ultimate moment capacity and corresponding rod stress in 

reinforced concrete beam with external post-tensioning rods. Because the stress of external post-tensioning rod depends on 

the beam deflection, the previous analytical model for post-tensioned beams requires a tedious iteration process. Also, the 

stress equations in ACI code or other researchers’ models are suitable only for internal tendons in concrete beams. In this 

study, given the lack of analytical approaches to predict the nominal stress of the external unbonded rod, a simple and 

robust equation has been proposed for externally post-tensioned concrete beams. It i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equation 

predicted the stress of external steel rods in post-tensioned concrete beams reasonabl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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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텐던 또는 강연선을 이용한 외부 포스트텐션

(External Post-Tensioning) 공법<Figs. 1-2>는 휨부재

의 보수/보강법으로써 많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

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텐던에 비해 

강봉을 이용한 포스트텐션 공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

지 않고 기존 연구사례도 적은 편이다. 기존 연구자 

중 Cairns and Rafeeqi (2003)만이 전산나사봉을 이

용하여 외부 보강한 보의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Fig. 

1>.
1)
 이 연구에서는 직선 보강재를 보 길이방향으로 

보강하였고, 초기 긴장력을 미소하게 적용하여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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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태에 이르렀을 때 강봉이 항복하지 않은 상태

를 보였다. 또한, 정착구의 형태가 건설현장에 적용하

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형태로써, 보의 단부 바

깥쪽에 요크(yoke) 형태로 설치되었다. 이에 Shin et 

al. (2007)
2)과 Shin and Lee (2010)

3)
 연구에서는 보의 

정착구 및 외부보강재의 배치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정착구는 보의 스팬 내에 위치하고, 지점 상단에 보

를 관통하는 앵커핀을 설치하거나 앵커볼트를 이용하

여 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현장적용성을 높였다

<Figs. 3-4>. 또한 보강재의 배치형태의 경우, 보의 중

앙에 데비에이터(deviator) 하나를 둔 V-형태의 배치

와 1/3 스팬에 두 개를 둔 U-형태의 배치형태를 제시

하여 보강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보강재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강봉의 공칭항복강도의 30%~40%에 

달하는 초기 긴장력을 도입하였다.

이런 외부 포스트텐션 및 내부 비부착 포스트텐

션 보에서 외부 긴장재(텐던, 강봉)의 응력을 산정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보강재의 응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보의 해석

의 기본이 되는 변형률 적합성을 적용하는 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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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anchorage yoke

Deflectors(optional)

External bars
- one each side of beam

<Fig. 1> Test by Cairns and Rafeeqi (2003)

<Fig. 2> Test by Tan and Ng (1997)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보의 처짐에 따라 긴장재

의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긴장재

의 변형은 콘크리트 단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 전체의 변형에 좌우된다. 그래서 다수의 연구자

들이 반복수렴모델 (Alkhairi and Naaman, 1993; 

Yang and Kang, 2011)등을 제시하여 수치해석적으

로 긴장재의 응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5)

 

최근 Wu and Lu (2003)는 Tan and Ng (1997)의 

T-형보 실험<Fig. 2>와 Harajli et al. (1999)의 실험

을 바탕으로 한 텐던의 슬립과 마찰을 고려한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6-8) Dall’Asta et al. (2007a, 

2007b)는 텐던슬립을 고려한 비선형 모델과 형상함

수를 이용한 텐던응력 산정법을 제안하기도 하였

다.9,10) 하지만 이런 해석모델 또한 수치해석을 수행

해야 하므로 엔지니어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다. 수

치해석 연구 외에도 ACI 318
11)

, AASHTO
12)나 다수

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된 텐

던의 응력산정식이 있으나 이를 외부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응력산정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

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해석

의 기본이 되는 변형률적합성과 보의 처짐의 특성

을 함께 고려하여 긴장재의 응력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봉을 이

용하여 보강한 Shin et al. (2007)과 Shin and Lee 

(2010)의 논문에서 V-형태로 강봉보강된 실험체를 

인용한다.2,3)

2. 기존 실험 요약

Shin et al. (2007)과 Shin and Lee (2010)는 강봉

으로 보강된 단순보에 대하여 가력실험을 수행하였

다<Figs. 3-4>.2,3) Shin et al. (2007)이 수행한 4점 휨

실험에서는 변수로, a) 보 중앙의 데비에이터까지의 

수직유효깊이(650mm, 880mm)와; b) 보강강봉의 

직경(18mm, 22mm, 28mm)이 사용되었다. Shin 

and Lee (2010)이 수행한 3점 휨실험에서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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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ur-point bending test by Shin et al. (2007)

<Fig. 4> Three-point bending test by Shin and Lee (2010)

References Specimen
Compression reinforcement Tension reinforcement External steel rod


No. (mm2)  No. (mm2)  No.   

Shin et al.

(2007)2)

T18V-H-R 3-D19 (859.5) 406 5-D22 (1935.5) 443 2-18 588 133 880 31.8

T22V-H-R 3-D19 (859.5) 406 5-D22 (1935.5) 443 2-22 623 132 880 31.8

T28V-H-R 3-D19 (859.5) 406 5-D22 (1935.5) 443 2-28 541 131 880 31.8

T22V-L-P 3-D19 (859.5) 406 5-D22 (1935.5) 443 2-22 623 126 650 31.8

Shin and Lee

(2010)
3)

T18V-LC 3-D19 (859.5) 334 5-D22 (1935.5) 433 2-18 642 248 634 24.3

T22V-LC 3-D19 (859.5) 334 5-D22 (1935.5) 433 2-22 584 219 634 24.3

T28V-LC 3-D19 (859.5) 334 5-D22 (1935.5) 433 2-28 562 198 634 24.3

T18V-LC-S1 3-D19 (859.5) 334 7-D22 (2709.7) 433 2-18 642 243 634 24.3

T28V-LC-S1 3-D19 (859.5) 334 7-D22 (2709.7) 433 2-28 562 212 634 24.3

T18V-LC-S2 3-D19 (859.5) 334 7-D25 (3546.9) 398 2-18 642 197 634 24.3

T28V-LC-S2 3-D19 (859.5) 334 7-D25 (3546.9) 398 2-28 562 208 634 24.3

* 는 철근의 항복강도 (MPa), 는 강봉의 항복강도 (MPa), 는 강봉의 유효응력 (MPa), 

  는 데비에이터의 유효깊이 (mm),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Table 1> Design parameters in experimental works

a) 강봉의 직경(18mm, 22mm, 28mm)과 b) 인장철

근의 양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두 연구에서 초기 긴

장력으로 공칭항복강도의 30%, 40%을 각각 적용하

였으며, 철근콘크리트 보는 400mm x 600mm의 단

면과 6000mm의 가력스팬으로 동일하게 제작되었

다. 이 외에도 Shin et al. (2007)에서는 단부 정착구

의 형태도 실험변수로 적용되었지만, 본 해석논문에

서는 정착구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정착

구의 휨변형, 지압에 의한 변형, 데비에이터의 마찰

에 의한 힘 손실 등도 해석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본 해석에 인용된 실험체의 디자인 변수이자 해석

변수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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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멘트 방정식 제안

포스트텐션 보 실험체의 모멘트 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강봉의 응력상태를 알아야만 한다. 강

봉의 응력상태는 보의 처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보의 처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의 곡률(혹은 중

립축)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중립축은 단면의 변형

률 적합성과 보 처짐 적합성 두 특성을 이용하여야

만 산정해낼 수 있다. 그 과정을 다음에서 설명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텐션 보의 극한강도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위에서 설명했듯이 강봉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의 처짐 계산이 필요한데, 처짐 계산을 

위한 극한상태에서의 보의 곡률 분포상태를 이상화

하면 다음과 같다<Fig. 5>(Harajli, 1990, Park and 

Palulay, 1975).
13,14)

 극한상태에서 나타나는 비탄성

곡률분포(점선)를 실제의 비선형곡률의 넓이와 같은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소성힌지길이 의 폭을 가

지는 이상화된 곡률분포(실선)로 표현할 수 있다.

<Fig. 5> Curvature distribution

본 해석논문에서는 보의 중앙에 데비에이터가 놓

여있는 부재로서, 보 중앙의 처짐에 의하여 외부 긴

장재인 강봉의 변형이 결정되므로 <Fig. 5>의 이상

화된 곡률분포로부터 <Eqs. 1-2>를 이용하여 극한

상태의 중앙처짐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데비에

이터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처짐 

또한 위의 곡률분포로부터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기서,    (2)

 : 극한 처짐, mm

 : 가력스팬, mm

 : 등가의 소성길이, mm

    (중앙에서 가력점까지 거리 + )

 : 등가의 소성힌지길이, mm

 : 극한 곡률, 1/mm

 : 콘크리트 최대 압축변형률, mm/mm

: 극한 상태의 중립축깊이, mm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단면력은 <Fig. 6>으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보

의 해석을 위한 변형률 적합성에 강봉의 변형성분

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강봉의 변형은 변형률 

적합성을 이용하여 구할 수 없으므로, <Fig. 5>로부

터의 처짐계산과 상호작용으로 계산해야만 한다.

<Fig. 6> Strain and stress distribution at 
ultimate state

극한상태의 힘의 평형방정식과 모멘트방정식은 

Whitney 응력블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Eqs. 3-5>. 여기서, 계산의 간편화를 위하

여 압축철근의 항복을 가정한다(′  ′). 휨에 

대한 극한강도 해석시에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등가의 콘크리트 압축응력 비는 KCI 201315)에 따라 

0.85를 취하였다.

′′    (3)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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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5)

: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 사각형 등가응력블록의 깊이, mm

 : 보의 폭, mm

′ : 압축철근의 총 단면적, mm2

′ : 압축철근의 항복강도, MPa

 : 인장철근의 총 단면적, mm
2

 : 인장철근의 항복강도, MPa

 : 보강강봉의 총 단면적, mm
2

 : 극한상태의 강봉의 응력, MPa

 : 외부강봉의 기울기, radian

: 극한 상태의 중립축깊이, mm

′ : 콘크리트 압축면에서부터 압축철근 중심까지

의 거리, mm

: 콘크리트 압축면에서부터 인장철근 중심까지

의 거리, mm

 : 강봉의 유효응력, MPa

 : 증가된 강봉의 응력, MPa

<Fig. 7> Geometric profile of steel rod 
before and after loading

위의 <Eqs. 3-5>에서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요

소는 중립축의 깊이 , 강봉의 응력 으로, 이 두 

미지수를 찾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변형 전후의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부재의 회전

각과 처짐에 따른 정착구의 이동은 미소하므로 무

시하였고, 마찰에 의한 힘손실도 고려하지 않았다.

<Fig. 7>에서 강봉의 신장률은 <Eq. 6>과 같이 

미소각( ≈ )일 때의 삼각함수의 특징을 이용하

여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강봉의 증가된 응력은 

<Eq. 7>과 같이 탄성범위내에서 표현할 수 있다. 여

기서 계산된 가 <Eq. 5>에 삽입되어서 가 

를 초과하면 는 로 대체된다. 이때에는 

<Eq. 17>에서 직접 중립축깊이 를 계산하면 된다.

 




   

 


  

(6)

 


   (7)

 : 강봉의 신장률, mm/mm

 : 증가한 강봉의 길이(′ ), mm

′ : 강봉의 늘어난 후의 총 길이, mm

 : 강봉의 원래길이, mm

 : 보의 극한 처짐, mm

 : 강봉의 초기 기울기, radian

 : 강봉의 변화된 기울기, radian

 : 증가된 강봉의 응력, MPa

 : 강봉의 탄성계수, MPa

위의 두 식에서, 강봉의 변화된 기울기 는 <Eq. 

1>의 처짐식과의 비교로부터 구하고자 한다. 먼저, 

<Fig. 7>로부터 <Eq. 8>과 같은 식을 유도하였다. 

<Eq. 1>과 <Eq. 8>에서 는 <Eq. 9>로 표현할 수 

있다.

 ≈ (8)

  








 


(9)

여기서,   









(10)

<Eq. 5>를 <Eqs. 7, 9, 10>을 이용하여 <E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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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T18V-H-R 668 679 0.98 588 656 0.90

T22V-H-R 804 739 1.09 623 582 1.07

T28V-H-R 850 867 0.98 541 578 0.94

T22V-L-P 701 707 0.99 623 627 0.99

Average 1.01 0.98

<Table 2> Analysis result of specimens tested by Shin et al. (2007)

로 재표현하였다.

      
≤  (11)

<Eq. 3>에 <Eq. 11>을 삽입하면 다음 <Eq. 12>

와 같은 미지의 중립축 깊이 에 대한 고차방정식

을 얻을 수 있다.


 

    (12)

여기서,    (13)

  ′′   (14)

   (15)

 
  (16)

결론적으로, 고차방정식 <Eq. 12>의 근 중에 하

나가 극한상태에서의 중립축깊이 가 된다. 이를 

<Eq. 11>에 삽입하면 응력  , <Eqs. 8, 9>에 삽입

하면 처짐  , <Eq. 4>에 삽입하면 모멘트 강도 

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에 <Eq. 11>에서 가 항

복강도 를 초과했다면, <Eq. 3>의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되어 중립축 깊이 를 계

산할 수 있다.

 


 ′′ 
(17)

4. 해석결과 및 분석

기존의 실험결과와 제안한 모멘트 강도식을 비교

하기 위하여 <Tables 2-3>에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에는 해석의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최대압축변형률 와 소성힌지길이 에 따라 결과

를 비교하였다. 선택된 는 0.003과 0.005, 는 기

존 연구16)를 토대로 0.75와 1.5의 범위를 선택하

였다. 4가지 경우 모두에 Shin et al. (2007)의 실험

체 해석결과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Shin and Lee 

(2010)의 실험체 해석결과 또한 4가지의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는 0.005, 는 

0.75일 때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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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predic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일반적으로, 휨에 대한 철근콘크리트의 설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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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 0.003 &   = 0.75

T18V-LC 638 699 0.91 540 546 0.99

T22V-LC 693 750 0.92 505 626 0.81

T28V-LC 779 892 0.87 456 559 0.82

T18V-LC-S1 776 877 0.89 451 626 0.72

T28V-LC-S1 906 1019 0.89 422 494 0.85

T18V-LC-S2 872 1029 0.85 419 499 0.84

T18V-LC-S2 985 1107 0.89 392 467 0.84

Average 0.89 0.84

= 0.003 &   = 1.5

T18V-LC 664 699 0.95 642 546 1.18

T22V-LC 722 750 0.96 584 626 0.93

T28V-LC 840 892 0.94 562 559 1.01

T18V-LC-S1 816 877 0.93 622 626 0.99

T28V-LC-S1 973 1019 0.96 551 494 1.12

T18V-LC-S2 904 1029 0.88 566 499 1.13

T28V-LC-S2 1041 1107 0.94 509 467 1.09

Average 0.94 1.06

= 0.005 &   = 0.75

T18V-LC 664 699 0.95 642 546 1.18

T22V-LC 722 750 0.96 584 626 0.93

T28V-LC 840 892 0.94 562 559 1.01

T18V-LC-S1 808 877 0.92 585 626 0.94

T28V-LC-S1 959 1019 0.94 524 494 1.06

T18V-LC-S2 897 1029 0.87 534 499 1.07

T28V-LC-S2 1029 1107 0.93 484 467 1.04

Average 0.93 1.03

= 0.005 &   = 1.5

T18V-LC 664 699 0.95 642 546 1.18

T22V-LC 722 750 0.96 584 626 0.93

T28V-LC 840 892 0.94 562 559 1.01

T18V-LC-S1 821 877 0.94 642 626 1.03

T28V-LC-S1 979 1019 0.96 562 494 1.14

T18V-LC-S2 920 1029 0.89 642 499 1.29

T28V-LC-S2 1066 1107 0.96 562 467 1.20

Average 0.94 1.11

<Table 3> Analysis result of specimens tested by Shin and Lee (2010)

는 는 0.003을 사용하지만, 보수보강시에는 0.005

까지 사용가능함을 Paulay and Prestley (1992)와 

FEMA (1997)에서 제안한 연구결과가 있다.
16,17)

 또

한, 소성힌지길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하여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은 아니지만, 해석결과로부터 소성힌지의 길이

는 0.75로 가정한 결과를 <Fig. 8>에 표현해보았

다. 극한강도에 대한 예측값과 측정값사이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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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는 각각 0.96, 0.05의 값을 띄고, 긴장재의 

응력에 대해서는 1.01, 0.08의 값을 나타내었다. 전

체적으로, 제안한 모멘트 강도식으로 도출한 해석결

과는 실험값을 잘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외부 비부착 강봉으로 포스트텐션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모멘트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다. 외부 포스트텐션 보

강 후 3점, 4점 가력으로 휨실험한 기존 실험체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접근법은 인용된 11개의 실

험체처럼 보의 경간내에 데비에이터가 존재하여 가

력에 의하여 경사진 보강재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실험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비에이터 

없이 보의 길이방향과 평행하게 보강된 부재에서는 

보강재의 기울기가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본 제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제안한 모멘트 강도식은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

의 극한강도 및 외부 긴장재의 응력상태를 잘 예측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ACI 318과 

AASHTO에서 제안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내부에 

매립된 텐던에 대한 응력 예측식을 적용하기에 무

리가 따르던 외부 포스트텐션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강도 및 이에 상응하는 강봉의 응력상태와 처

짐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외부 포스트텐션 부재의 사용성 및 동적 특

성 등을 기존 내부 포스트텐션 부재의 연구18)를 토

대로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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