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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beam width model (EBWM) has been used for analysis of post-tensioned (PT) flat 

plate slab frames under lateral loads. For analyzing PT flat plate slab structure under lateral loads 

with good precision, reduction in slab stiffness has to be accurately estimated for Effective beam 

width model(EBW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test results of PT flat plate system 

conducted by former researches. And this study reduced the width of slab so that the stiffness of 

the EBWM converged into the lateral stiffness of each test specimens by trial and error. By 

conducting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an equation for calculating stiffness reduction factor for 

the PT flat plate is proposed. 

요  약

유효보폭 모델은 횡하 하의 포스트 텐션(PT) 랫 이트 골조 해석에 사용된다. PT 랫 

이트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 슬래 의 강성감소는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 목 을 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들의 PT 랫 이트 실험체를 수집하 으며. 반복 인 작업으로 실험체 강성에 

수렴하는 유효보폭모델의 강성을 찾기 하여 슬래  폭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PT 랫 이트의 강성 감소 계수식을 제안하 다.

 

1. 서   론

  

   횡하 을 받는 포스트 텐션 랫 이트 골조의 해석은 일반 으로 유효보폭모델이 자주 사용된

다. 슬래  강성은 횡하 에 의한 작용모멘트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슬래 의 강성 감소

상은 랫 이트 골조의 해석에 반 되어야 한다.

   Qaisrani1)는 포스트 텐션 (PT) 랫 이트 합부 실험결과에 하여 강성감소계수를 0.38로 평

가하 고, Kang과 Walace2)는 PT 랫 이트 골조의 동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3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PT 랫 이트 슬래 에 한 강성감소계수의 체계 인 연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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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PT 랫 이트 슬래 의 강성감소

2.  강성감소에 향을 미치는 변수

 콘크리트 부재는 작용모멘트가 증가할수록 균열로 인하여 휨강성은 감소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서도 작용모멘트( )와 균열모멘트( )를 랫 이트 슬래 의 강성감소의 변수로 사용된다. 

한 Qaisrani1)는 슬래 에 도입된 평균압축응력( )로 인하여 PT 랫 이트 골조의 횡강성이 RC 

랫 이트 골조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을 주변수로 하고, PT 

슬래 의  은 를 고려하 다. 여기서 Banchick에 의해 제안된 유효보폭모델이 사용되었다.

               


                                                (1)           
 

 여기서, P는 유효폭에 한 압축력, e는 텐돈의 편심거리, 는 휨 괴 강도, 는 립축으로부터 

인장연단까지의 거리, 그리고  는 유효보폭에 한 단면2차모멘트이다. 

3. PT 랫 이트 슬래 의 강성감소계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PT 슬래 -기둥 내부 합부

의 실험체 20개를 상으로, 실험체의 강성에 수렴할 

때까지 슬래 의 유효보폭을 감소시켜 실험체 강성

에 일치하는 슬래 의 유효폭을 찾았다. 그리고 감소

된 슬래 폭에 한 유효보폭의 비를 강성감소계수

로 보고, 이들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비선형 회귀분

석하여 강성감소계수를 제안하 다.  

   
 



 
 



     (2)

         

4. 결 론

 PT 랫 이트 슬래 의 강성감소계수식은 작용모멘트에 한 균열모멘트의 비(  ), 그리

고 슬래 에 도입된 평균압축응력( )을 고려하 으며, 기존 PT 슬래 -기둥 합부 실험체를 수집하

여 실험체의 강성에 수렴하는 슬래 의 유효폭을 찾은 후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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