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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how to develop visual design tools for construction of strut-and-tie 

models(S (STM). STMs have shown internal force flows for dimensioning and proportioning 

of D-region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In order to select an appropriate strut-and-tie 

model some interactive graphic tools are necessary to help designers compare alternatives by 

changing the geometry of initial STM. This study proposes to use force polygons 

representing the equilibrium state of STM. The change of STM dynamically shows change 

of force magnitudes by force polygon. Once the geometry of STM is determined the 

detailing design process is required in the nex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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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트럿-타이 모델 (Strut-and-Tie Model, 이하 STM)은 콘크리트구조설계 분야에서 소위 응

력교란구역에서 하한치 이론에 근거한 철근의 위치 및 콘크리트 주요부분의 단면 그리고 정착부

에 대한 힘의 흐름을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트러스 구조와 같이 단순화시킨 것이다. 애매한 하

중전달 부분을 부분구조로 다루어 콘크리트의 극한상태의 응력상태를 압축재와 인장재 그리고 절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힘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근래에 소성학적인 연구

나 부착, 파괴기구 (failure mechanism)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과 실무를 위한 실용적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구조공학 교육을 위한 하

나의 도구로 그래픽을 이용한 구조해석법을 STM과 접목하여 응력교란구역에서 힘의 흐름을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STM 해석 및 설계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STM을 이용한 구조설계 초기

단계에서 스트럿과 타이 부재로 트러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상호대화적인 

방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설계자가 STM의 형상을 정의한 후, 

동일한 컴퓨터 화면에서 모델의 형상비를 변화시킬 때마다 부재력 변화를 동시적으로 설계자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설계자는 하나의 설계문제에 대해서 적절

한 힘의 분배가 가능한 STM을 결정하게 된다. 초기 원형시스템의 개발은 2차원적 모델로 제한하

고 D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형상을 변수화한 STM에 대해서 연구범위를 제한한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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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M과 힘의 다각형 

그림 2. STM 설계순서도

구에서 개발되는 STM 개발을 위한 시각적 도구는 단순한 구조설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설계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주는 창의적 설계도구로 발

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스트럿-타이 모델과 정력학  도해법

스트럿-타이 모델은 응력교란구역의 서브시스템의 응력

상태를 주응력선에 초점을 두어 합력선을 직선으로 표현한

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구조시스템은 평형조건과 스트럿, 타

이의 항복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대안이 가능하다. 여

기에서 설계자에게 맡겨진 과정은 (1) 어떻게 STM을 만들

며, (2) 트러스 해석이 가능한지, 또한, (3) 동일한 구조물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STM이 가능할 때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설계대안을 다

루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은 효율적인 설계

대안의 생성과 비교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안 중에 가장 

큰 극한강도를 갖게 되는 시스템이 최적의 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극한강도의 최대값뿐만 아니라 철근배치의 형상, 

정착부 등을 설계관행에 따라서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 연

구에서는 구조물 트러스, 아치 등 모멘트 발생이 작은 구조

시스템의 힘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용하는 정

력학적 도해법(graphic statics)을 STM의 트러스 구조해석

에 적용한다. 더욱이 STM이 만들 때 이에 상응하는 힘의 

다각형 (force polygon)을 함께 생성되도록 함으로써 (그림 

1), 다양한 STM에 대한 힘의 다각형을 동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적그래픽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동적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정력학적 도해법은 STM 생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들의 비교평가에도 효율적이다. 그림 1은 이 연

구에서 제시하는 동적그래픽 기반 STM 설계순서도이다.

3. 시스템  구

3.1. 동 그래픽 기반 STM 시스템의 구조

그림 2의 STM 설계순서에 따라서 동 그래픽 기반 

STM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 그림 3과 같이 서  모듈

의 연계를 형성하도록 하 다. 사용자 입력부분과 STM 

안평가와 련해서는 동 그래픽 S/W와 연계 가능한 그래

픽 Java를, STM 모델 자체는 동 그래픽 S/W를, 그리고 

최종 으로 선정한 STM에 한 상세설계를 해서는 외부 

S/W 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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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M 데이터모델

그림 3 동 그래픽 기반 STM 시스템 구조 

3.2. Generic STM 데이터 모델

다수의 설계 안제를 고려하는 STM 설계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STM 종류의 분류가 매

우 요하다. 즉, 어느 수 에서 어떠한 기 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생성하게 될 설계 안의 형

태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 이 상세 STM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단계에서 STM 체의 트러스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합한 데이터 모델들을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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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ntity-based concept)에 의하여 그림4와 같이 정의하 다. 데이터모델 계구조의 상 개체

에서는 하  개체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을 정의하고, 하  개체에서는 각 개체에만 해당하는 

추가  속성들을 정의하도록 하 다.

                        

4. 동 그래픽 기반 STM 생성 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해서 동 그래픽 시스템인 Cabri와 

CabriJava를 연계해서 원형시스템을 구 해 보았다. 그림 5와 6에서는 깊은 보와 코벨의 경우에 

해서 하 크기와 외부 기하학  형상을 각각 변화시키면 동 그래픽 기반 STM도 각각 변화에 

해당하는 힘의 다각형가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a)는 그림 6의 코벨에 해서 

STM이 선정된 후 부재정보와 상세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 다. 앞서 언 하 듯이 STM 상

세설계는 기존의 외부 상세설계S/W를 이용한 것이다.

(a) 기사용자가 정의한 깊은 보 (b) 하  크기를 변화시킨 후

그림 5. 깊은 보에 한 STM의 이용 

(a) 기사용자가 정의한 코벨 (b) 단면 크기를 변화시킨 후

그림 6. 코벨에 한 STM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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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벨의 부재정보 (b) STM 상세설계

그림 7. 코벨에 한 STM 선정 후 부재정보와 상세설계 

5. 결론 

최근 구조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져감에 따라서 구조적 거동에 대한 합리적 구조계획이 초기

에 잘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트럿-타이 모델은 구조물 내부의 응력의 흐름의 변화 

 크기를 단순하게 이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시각적 판단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물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트러스 모델을 고려해보기에

는 수작업에 대한 한계가 매우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적그래픽 기반 

STM 설계개념을 제시한다. 특히, 정력학적 도해법을 이용하고 동적그래픽 S/W 덕분에 사용자는 

하중과 구조물의 형상 비를 용이하게 변화시키고 또한, 곧바로 트러스 해석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 트러스 모델들을 검토하는데 훨씬 편리하다. 향후 실무적으로 사

용되는 다양한 STM 종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현한다면 교육용 및 실무적인 적용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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