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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속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는 크리 , 건조수축 등 장기거동에 의하여 처짐이 증가된다. 

ACI318-08, KCI 2007 등 행 구조설계기 의 장기처짐 평가방법은 인장  압축 철근비, 배근상세, 재료

강도 등 설계변수에 따른 장기처짐의 변화를 합리 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거동에 의한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 합조건을 사용하여 크리 와 건조수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균열단면의 장기변

형을 측하는 간략 평가식을 제안하 다. 장기변형 평가 시 콘크리트와 철근은 선형탄성거동을 가정하

고,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응력재분배를 고려하기 하여 재령보정탄성계수법을 용하

다. 변수연구  검증 결과, 철근콘크리트 휨재의 장기처짐은 설계변수의 향으로 달라질 수 있고,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장기처짐의 변화를 비교  정확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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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크리   건조수축에 한 장기거동 모델이 ACI 318  209, CEB-FIP, EC2, PCA 등의 설계기 에 반

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기술이 발 하면서, 콘크리트의 장기 응력-변형률 계에 근거한 철근콘크

리트 부재의 장기처짐 측방법이 제시되었다. (Yu and Winter 1960, Samra 1997, 김진근 등 1998) 이들 방

법은 철근콘크리트 단면에서 힘의 평형, 변형률 합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장기처짐을 고려하는 장 을 갖는

다. 하지만 반복계산과 같은 복잡한 계산을 수반하므로, 기둥과 보의 장기변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무에

서 사용하기 어렵다. 

보, 슬래  등 휨부재의 장기처짐을 평가하는 간략 방법으로는 ACI 318  KCI 2007, Mari et al. 2010 등

의 제안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은 반복계산 없이 간단한 계산식으로 크리 와 건조수축에 의한 휨

재의 장기처짐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이들 계산식에서 크리 와 건조수축의 향을 고려하

는 주요 계수들은 명확한 역학이론으로부터 제시되기 보다는, 실험결과에 의존한 경험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장  압축철근비, 배근 깊이, 재료 강도 등에 의하여 복합 으로 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장기변형을 합리 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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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 합조건을 사용하여 크리 와 건조수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균

열단면의 장기변형을 측하는 간략 평가식을 제안하 다. 장기변형 평가시 콘크리트와 철근은 선형탄성거동

을 가정하 고,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응력재분배를 고려하기 하여 재령보정탄성계수법

(age-adjusted effective modulus method)을 용하 다.

2. 균열단면 장기곡률

철근콘크리트 단면에 압축력이 장기간 작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에는 즉시 탄성변형과 더불어 크리   

건조수축 등의 장기변형이 추가로 발생된다. 반면 철근은 크리   건조수축 변형이 없으므로, 콘크리트와 

철근에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된다. 따라서 변형 합조건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압축력

은 감소하고 철근의 압축력은 증가한다. 시간 에서 콘크리트의 총 장기변형률 는 재령보정탄성계수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장기재하 동안 발생된 콘크리트 장기변형률,  ,  = 재하가 시작

되는 시간 에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탄성계수,  =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재하기간 동안 감소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  = 장기재하가 종료되는 시간 에서 콘크리트 압축응력,  = 시  에

서의 콘크리트 즉시 탄성변형률(=  ),  = 시간 로부터 까지의 크리 계수,  = 재령보정계수(= 

0.8),  =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재하기간 동안의 자유 건조수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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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휨부재의 단기  장기재하에 의한 응력과 변형률

한편, 그림 1(a), (b), (c)는 각각 철근콘크리트 휨재의 단면, 시간  와 에서 휨모멘트를 받는 철근콘크리

트 휨재(보 는 슬래 ) 균열단면의 변형률  응력을 보여 다. 철근콘크리트 휨재는 복근단면이다. 시간 

에 재하된 휨모멘트에 의하여 발생된 즉시곡률은 이고, 이때 압축  콘크리트 최외단의 즉시 탄성변형

률  응력은 각각  ,  이고 인장철근의 변형률과 응력은 각각  , 이다. (그림 1(b) 참조) 시간 에

서 장기곡률은  이고, 압축  콘크리트 최외단의 장기변형률과 응력은 각각  , 이고 인장철근의 장기변

형률과 응력은 각각  ,  이다. (그림 1(c) 참조) 일반 으로 장기변형이 발생한 경우 콘크리트의 응력과 

변형률의 립축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1(c)에 나타낸 응력  변형률의 립축 치를 서로 다르

다. 간편한 휨재의 장기변형 평가를 하여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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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열단면에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무시한다. 

2) 시간 에서의 인장철근의 즉시 탄성변형률  와 시간 에서 인장철근의 장기변형률  는 같다. 다시 

말해, 휨모멘트가 장기간 재하되더라도 인장철근의 응력  변형률은 콘크리트의 장기변형에 계없이 일정

하다.

3)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재하기간 동안 감소된 콘크리트 압축응력 증분의 분포는 그림 1(d)와 같이 삼

각형으로 가정한다. 

그림 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하가 종료되는 시간 에는 응력재분배로 인하여 최외단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이 만큼 감소된다. 따라서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재하기간 동안 감소된 콘크리트의 압축력와 

증가된 압축철근의 압축력  는 다음과 같다.

≈ 

  ,     ′  ′                        (2)

여기서,  = 휨재 단면의 비,  = 즉시  장기거동에 의한 콘크리트 응력증분의 깊이(그림 1(d) 참조), 

′ = 압축철근의 단면 ,  = 단면 유효깊이,   ′ = 압축철근의 순피복두께. 시간 로부터 까지의 재하기

간 동안 철근콘크리트 단면에 작용하는 축력과 모멘트는 항상 일정하므로, 식(1)의 감소된 콘크리트 압축력

과 증가된 철근 압축력에 의한 축력  휨모멘트 증분이 0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형조건식과 식(2)를 정

리하여 식 (1)에 입하면, 철근콘크리트 휨재의 장기곡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 ′





  

,  



 ′ ′





               (4)

여기서, 과 는 크리   건조수축에 의한 휨변형확 계수이다. 식(3)  (4)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철근콘크리트 휨재의 장기처짐은 콘크리트 기강성(  는  ), 배근상세(    ′ ), 압축철근비( ′ ), 
즉시재하에 의한 립축 거리( ) 등의 향을 받는다. 

3. 장기처짐 평가식

철근콘크리트 휨재의 장기처짐은 지지조건을 고려하여 각 단면 치에서 장기거동에 의한 장기곡률을 분

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간편한 계산을 하여 근사 으로 장기거동에 의한 곡률분포를 포물선으로 가정하

여 계산한다. Fig. 5는 단순보, 일단연속보, 양단연속보의 장기처짐 계산을 하여 가정한 곡률분포를 보여주

는데, 각각의 곡률에 하여 이 분으로 구한 보 앙부의 장기처짐 은 다음과 같다.

단순보 는 슬래 :      

 

                                                           (5)

일단연속 보 는 슬래 : 

 

  , ≈





                                      (6)
양단연속 보 는 슬래 : 


  

                                                (7)

여기서,  = 일단연속 부재에서 곡률이 0인 지  사이의 길이(그림 2(b)),  ,  ,  = 각각 부재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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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우측 지 , 좌측 지 에서의 장기곡률로서(그림 2), 식(3)으로부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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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e beam or slab (b) One-end continuous beam or slab (c) Both-end continuous beam or slab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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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  조건에 따른 장기곡률 분포  처짐 계산

요약  결론

지속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는 크리 , 건조수축 등 장기거동에 의하여 처짐이 증가된다. 

ACI318-08, KCI 2007 등 행 구조설계기 의 장기처짐 평가방법은 인장  압축 철근비, 배근상세, 재료강

도 등 설계변수에 따른 장기처짐의 변화를 합리 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거동에 의한 힘

의 평형조건과 변형률 합조건을 사용하여 크리 와 건조수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균열단면의 장기변형을 

측하는 간략 평가식을 제안하 다. 향후 다양한 실험 자료에 한 제안식의 검증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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