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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 구조 부재의 내진 설계에서는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의 도입이 시작

되면서 ‘부재의 거동’을 ‘재료 레벨에서의 손상 정도’와 관련지어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부재에서는 

PC강재가 배치되는 복잡성으로 인하여 철근 콘크리트(RC) 부재에 비해 

부재 손상의 정의를 상세히 검토 및 정의할 필요가 있다. 부재 손상을 해석

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는 부재 위험 단면을 대상으로 단면 해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면 해석법의 결점으로는 첫째, 부재 재축방향의 강재 변형의 분포 상

황을 고려할 수가 없다. 둘째, 실제의 부재 변형은 단면 해석법의 기본 이론

인 ‘단면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재축방향의 적분’으로 생기는 부재 변형보

다도 ‘재축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에 의해 더욱 좌우되기’ 때

문에 실제의 부재 변형과 해석에서의 부재 변형의 발생 메커니즘이 근본적

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간편함과 이해하기 쉬운 이론 더욱

이 적당한 등가 소성 힌지 길이를 이용해 계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재의 휨

변형 거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재 손상 평가 요소 중 PSC 보부재의 잔류변형에 주목

하고 부재 손상의 검토 수법으로서 단면 해석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산정 정

밀도를 검토를 위하여 이형 PC강봉을 이용한 PSC 보부재를 대상으로 기존

의 실험 결과와 비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의 해석법인 

분할 요소 해석법의 결과와도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단면 해석법 

및 분할 요소 해석법에 따르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실시해 PC강재량과 보

통 철근량의 차이가 잔류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를 한다.

2. 해석 조건 등의 개요

본 논문에서 이용한 두 해석법, 단면 해석법 및 기술적으로 보다 고도의 

부재 해석법인 분할 요소 해석법의 조건 등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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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면 해석법

보부재 단면을 단면 높이 방향으로 분할(분할 수 100)하고 분할된 각각

의 요소에, 콘크리트 및 강재(보통 철근과 PC강재)의 응력도-변형도 관계

를 모델화한 스프링을 이용하여 모델화한다. 단면내의 힘의 균형과 평면유

지의 가정(변형 전 평면인 단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을 이용하

여 단면곡률()을 증가시키며 부재 변형을 계산한다(Fig. 1). 또한, 이가 

부재의 소성 힌지 영역(등가 소성 힌지 길이(  : 1.0D와 0.5D 단, D는 단

면 높이))에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힌지부에 발생하는 회전각(R)

을 구한다(식 1).

  × 
 (1)

(식 1)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의 크기는 직접 회전각의 크기를 좌우하

는 요소이다. 의 크기를 0.5D∼1.0D로 한 과거의 연구[1]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한과 하한의 값을 적용하였다.

해석에서는 콘크리트 및 보통 철근에 대해서는 평면유지의 가정이 성립

되는 것으로 하고 PC강재의 부착 감퇴에 대해서는, 변형도 적합 계수(F값)

를 이용해 계산했다(Fig. 2). 변형도 적합 계수치는 ‘PC강재가 배치되는 위

치의 콘크리트 변형도’와 ‘PC강재의 변형도’의 차이(  
)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도록 즉, 미끄러지기 쉽도록 설정하고, 그 함수는 기존의 실험 

결과[2]를 기초로 결정했다(Fig. 2 및 그림 속의 식 참조).

2.2 분할 요소 해석법

분할 요소 해석법은 Nishiyama et al.에 의해 제안된 수법을 기초로 하

고 있으며, Fig. 3에서와 같이 부재를 부재 높이 방향 및 재축방향으로 각각 

분할하고 부재 강성 매트릭스를 유도하는 방법이다[3]. 재축방향으로 분할

된 각 블록내의 콘크리트 및 보통 철근에 대해서는 평면유지의 가정이 성립

하고 PC강재와 콘크리트간의 부착-미끄러짐 관계는 Morita·Sumi 모델[4]

Fig. 1. Modeling and definition of F value

Fig. 2. F value used in the analysis

Fig. 3. split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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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또한, 단면 높이 방향의 분할 수는 100으로 하고 재축방향

의 분할 폭은 0.3D(D는 단면 높이)로 하였다.

2.3 재료 이력 모델

재료의 이력 모델은 단면 해석법과 분할 요소 해석법 모두 같은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도 이력은, Watanabe 모델[5]을 사

용하였다. 보통 철근은 Ramberg-Osgood 식에 근거해 바우싱거 효과를 고

려한 이력 모델[2]을 사용하였고, PC강재는 Menegotto-Pinto 식에 근거

하는 이력모델[6]을 이용하였다.

3. 기존 실험 결과와의 비교

3.1 실험 개요

Fig. 4에 검토 대상으로 한 실험의 개요[7]을 나타내었다. 대상으로 한 

시험체는 2개이며 모두 단면 폭 200 mm, 높이 500 m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일체형 PSC보 시험체이다. PC강재는 이형 PC강봉을 이용하고 있

으며, 초기 프리스트레스 도입력은 항복 강도(1100.0 N/mm2)의 50%이고, 

또한, 보통 철근의 철근비는 0.3%로 작아서 RC적인 성질보다는 PC적 성

질이 지극히 강한 부재이다. 2개의 시험체는 스팬길이와 전단 보강근량만 

다른 시험체이며, 여기에서는 스팬길이가 짧은 시험체(스팬길이=3D：D

는 단면 높이)를 시험체(A), 스팬길이가 긴 시험체(스팬길이=5D)를 시험

체(B)로 부른다.

3.2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3.2.1 하중-부재 변형각 관계

Fig. 5에 해석 및 실험에서의 하중-변형각(P-R) 관계를 나타낸다. 단, 단

면 해석법에서는 스팬길이의 차이를 해석에 고려할 수가 없다. 즉, 단면 해

석법으로 얻을 수 있는 시험체(A), 시험체(B)의 P-R관계는 단면 해석법으

로 얻을 수 있는 똑같은 모멘트 값을 각각의 스팬길이로 나눈 것이 되고, 이

력의 형상에 차이는 없다. 따라서 시험체(A)의 P-R관계만 나타내고 시험

체(B)의 P-R관계는 생략한다. 또한, 단면 해석에서는 소성 힌지 길이(  )

를 2종류(0.5D, 1.0D) 설정했기 때문에 그 2종류 모두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 5를 개괄적으로 보면 단면 해석과 분할 요소 해석 모두 PC부재 특유의 

원점 지향성이 강한 이력 모델을 잘 재현하고 있지만, 최대 내력은 실험값에 

비하여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변형 레벨별로 상황을 

검토한다.

[R=1/200, R=1/100]：실험 결과에서는 R=1/200때의 내력은 최대 내

력의 65%정도인데 대하여 단면 해석( =0.5D)에서는 거의 최대 내력에 

도달하고, 단면 해석( =1.0D)에서는 약 85%가 되고 있다. 또, R=1/100

때에는 실험 결과는 약80%인데 반하여, 단면 해석( =1.0D)에서는 최대 

내력에 이르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단면 해석법에서는 R=1/100 정도 이하

의 비교적 작은 변형 영역에서는 PC강재 등의 재료 변형도를 상당히 과대

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분할 요소 해석법에서의 

R=1/200와 1/100때의 내력비(최대 내력에 대한 비율)는 각각 약 65%와 

85%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R=1/50, R=1/30]：R=1/50을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재료의 소성화 정

도가 커져 잔류변형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하시의 원점 지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단면 해석( =1.0D)의 경우 R=1/30으로부터의 제하시의 이력 

형상이 실험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험 결과에서는 R=1/50 

이하의 변형 영역에서 나타난 원점 지향성의 강한 이력이 R=1/30에서는 없

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1.0D의 이력에서는 R=1/30에서도 원점 지향

성의 강한 이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0.5D의 결과에서는 

실험 결과와 같이 원점 지향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것은 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변형각이 되는 곡률()이 작아도 괜찮기 때문에 재료(콘크

리트, 보통 철근, PC강재)가 받는 변형도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분할 요소 해석법에서의 이력은 스팬길이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실험 결과와 같게 R=1/50이하에서는 원점 지향성의 강한 이력을, R=1/30

에는 그 경향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스팬길이 5D(시험체

(B))에 대하여 스팬길이3D(시험체(A))의 경우, 약간 에너지 흡수가 좋은 

즉, 면적이 약 2배 큰 이력이 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를 잘 

추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2.2 재료 변형-부재 변형각 관계

여기에서는 PC강재 및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변형도를 부재각과의 관계

로 비교하고 해석법의 재료 손상 평가의 정밀도에 대해 검토한다. Fig. 6은 

시험체(A)에 대해 실험과 해석에 의해 얻을 수 있는 PC강재의 변형도(%)Fig. 4. Summary of specimen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1권 4호 (통권 제117호) | July 2017

192

를 세로축으로 변형각을 가로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두 해석법

에 의한 PC강재 변형은 전반적으로 실험값보다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변형 증가에 수반하는 변형도 증가분의 관점으로 보면 단면 

해석( =0.5D)의 기울기는 실험값의 것과 거의 같다. 분할 요소 해석법에 

따르는 값은 R=1/100 시점에서는 가장 실험값(0.6%)에 가까운 값(0.59%)

을 나타내고 있지만, 변형 증가에 수반하는 증가분은 가장 크고, R=1/30시

점는 실험값(0.8%)의 대략 2배의 값(1.48%)이 되고 있다.

Fig. 7은 Fig. 6과 같이 콘크리트 표면의 변형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값은 불명(계측 할 수 없었음)이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각 해석값의 

경향은 PC강재의 변형도의 경우와 같다. 즉, 단면 해석에서는 변형의 작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변형도가 되지만, 변형의 증가에 수반하는 증가

분은 분할 요소 해석법에 비해 작다. 분할 요소 해석법에서는 스팬길이 3D

의 경우의 값은 5D의 경우의 값에 비교해 전반적으로 크고, 그 차이는 변형

각에 의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 Load – Rotation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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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잔류변형률-부재 변형각 관계

Fig. 8은 실험 및 해석에 의한 잔류변형률(경험 최대 변형각에 대한 하중 

0 시점의 변형각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해석값은 

실험값보다 작은 값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세하게 R=1/50과 

R=1/33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면 해석( =1.0D)의 값(1.16, 0.27)은 스팬

길이 5D의 실험값(0.18, 0.31)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단

면 해석( =0.5D)의 값은 큰 폭으로 실험값(0.1, 0.15)을 과소평가하고 있

어 실험값의 절반 정도의 값이 되고 있다. 분할 요소 해석법에 의한 값은, 대

체로 단면 해석에 의한 =0.5D와 1.0D의 사이의 값(0.12, 0.22)이 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험값과의 대응에서는 단면 해석( =0.5D)의 

경우가 가장 가까운 값이 되고 있지만, 분할 요소 해석값에서의 전단스팬비

의 다른 점에 의한 차이는 실험값에서의 전단스팬비의 다른 점에 의한 차이

와 잘 일치하고 있어 적용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4. 파라메트릭 스터디

본 장에서는 단면 해석 및 부재 해석에 의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실시

하여, PC강재량과 보통 철근의 량의 차이가 잔류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검토한다.

4.1 해석 조건과 파라미터

해석 대상으로 한 부재는 3장에서의 시험체(A)를 기본으로 하고, 과거

의 연구[8]을 참고하여 강재 계수 (식 2)와 프리스트레싱 계수  (식 3)

의 2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PC강재량 및 보통 철근량을 결정하고 해석을 

실시했다. 강재 계수 는 PC강재량 그 자체를 나타내는 계수이고 = 

0.3의 경우의 PC강재량은 =0.1의 경우의 3배를 의미한다. 또한, 프리

스트레싱 계수 는 PC적 성질의 강함을 나타내는 계수이고 =1.0의 경

우 순수PC부재를 의미하고
=0의 경우 RC부재를 의미한다. 두 지표의 

수준은 =0.15, 0.265(시험체(A)의 값), 0.35의 3종류와, =0.5, 0.7, 

0.91(시험체(A)의 값)의 3종류를 사용하고, 각각을 조합한 9(3×3) 경우에 

대해 해석을 실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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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장측 PC강재 항복시 응력


 :인장측 보통 철근 항복시 응력

Fig. 6. PC steel strain - Rotation

Fig. 7. Concrete strain - Rotation

Fig. 8. Residual strain -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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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측 보통 철근 항복시 압축력

:단면의 폭, :단면 깊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4.2 해석 결과

Fig. 9에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PC적 성질이 매우 강한 가 0.91의 경

우, 단면 해석법과 분할 요소 해석법의 결과 모두 의 차이에 의한 잔류변

형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해석법의 차이에 의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잔류변형률은 0.2이하로 매우 작다. 가 

0.7의 경우, 단면 해석법에서는 가 커짐에 따라 잔류변형률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하여, 분할 요소 해석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영향이 없다.


=0.265와 =0.35에서는 양쪽의 값은 비슷하지만, =0.15의 경우, 

단면 해석의 값은 분할 요소 해석의 값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RC적 성

질이 강한 가 0.5의 경우, =0.265와 =0.35에서는 분할 요소 해석의 

값과 단면 해석( =1.0D)의 값은 비슷하지만, =0.5D의 경우는, 이러

한 값을 크게 상회한다. 다만, 변형각의 증가에 따른 차는 오히려 작아져서, 

R=1/50때에는 대략 15%∼20%, R=1/30때에는 10%이하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PC적 성질이 강한 영역에서는 PC강재에 의해 제하시 곡률

복원량이 크기 때문에 두 해석법 모두 잔류변형률이 매우 작다. 하지만, RC

적 성질이 강한 영역에서는 제하시 PC강재의 변형은 인장의 범위 내에 머

물고 탄성 영역이 길기 때문에 선형적 거동을 한다. 이에 비해, 보통 철근은 

제하 시작시의 변형은 인장의 범위에 있지만 이후 압축 변형을 받게 되고 바

우싱거 효과에 의해 비선형 거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의 차이를 분할 

요소 해석법은 잘 추적하고 있지만, 단면 해석법은 그렇지 않다.

5. 결 론

부재 손상의 검토 방법으로서 단면 해석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산정 정밀

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면 해석법에 따르는 산정 결과와 기존의 실

험 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또한, 분할 요소 해석법의 결과와 비교도 실시했

다. 지극히 한정된 조건에서의 검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라고 말하기

는 힘들지만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를 단면 높이의 0.5∼1.0 정도로 설정

함으로써 재료 변형 및 잔류변형을 어느 정도 추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였다. 하지만, 향후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합성에 대한 광범위한 검

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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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idual strain – Rotation by qsp and λ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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