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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xisting formulas of the step-by-step method were generalized for effective estimation of

responses of complicated composite sections due to long-term deformation of concrete. The initial transformed section properties

of the composite section were derived from material and section properties of concrete section and sections which confine the long-

term deformation of concrete. The transformed section properties at each step were derived from the effective modulus of elasticity

considered the creep coefficient variation. Improved formulas of the step-by-step method for generalized responses were derived

by introducing 5 generalized parameters. The formulas can be more simplified by applying constant increment of creep coefficient

at each step. The constant increment of creep coefficient at each step can also reduce computing time and make equal computing

error of each step. The generalized responses for axial elastic strain of concrete section were most sensitive to the area rate of con-

crete section, and the ratio of the second moment of the confining section area was more sensitive than that of the concrete section.

Those for elastic curvature of concrete section were most sensitive to the ratio of the second moment of concrete s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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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재료의 향상과 설계 및 시공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합(hybrid)구조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

며, 최근 콘크리트학회지
1,2)
와 강구조학회지

3,4)
에서도 이

에 대한 기술기사를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복합구조

의 대표적인 합성단면의 예로 PC(precast) 바닥판에 긴장

력이 도입되는 합성거더
1)
와 상하 플랜지의 콘크리트 단

면과 복부의 강재 트러스가 적용되는 PCT(prestressed

composite truss) 거더
2)
가 있으며, 강상자 플랜지 안에 콘

크리트가 타설되는 PSSC(prestressed steel and concrete)

거더
3)
 및 SCP(steel confined prestressed concrete) 거더,

5)

그리고 preflex 거더와 같이 강재거더가 콘크리트에 매립

되는 Precom(prestressed composite) 거더
4)
와 RPF(re-

prestressed preflex) 거더
6)
 및 MSP(multi stages prestress)

거더
7)
 등이 있다.

이러한 복잡한 합성단면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장기변

형은 합성단면에 이보다 작은 추가변형과 콘크리트 단면

에 잔류응력의 원인이 되는 추가 탄성변형을 발생시킨다.

특히 여러 단계에 걸친 긴장력의 도입 또는 단면형상의

변화 등과 같이 시공단계가 복잡하면, 정밀한 시공 및 긴

장력 손실의 예측을 위해 각 시공 및 사용 단계별로 콘

크리트 장기변형의 영향이 정확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단면의 크리프변

형으로 인한 복잡한 합성단면의 반응(responses)을 효율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별계산법(step-by-step method)
8)

에 대한 기존의 공식
9)
을 무차원의 일반화(generalized) 반

응에 대한 일반식으로 재유도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일반화 반응식은 초기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특성에 대한 콘크리트와 구속단면의 단면특성

비율과 콘크리트 단면의 축방향 변형률에 대한 곡률의

비율 및 고려 기간의 크리프계수 등의 5개 일반화 매개

변수(generalized parameters)로 구성된다. 매개변수를 최

소화하기 위한 일반화 매개변수의 도입은 단면특성이 주

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합성단면에서 콘크리트 장기거동

에 대한 각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yon@inha.ac.kr

Received March 27, 2009, Reivese July 12, 2009

Accepted July 22, 2009 

ⓒ2009 by Korea Concrete Institute



63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 (2009)

특히 이 논문에서는 단계별계산법의 각 단계에서 크리프

계수의 증가가 일정한 “균등 크리프계수 단계별계산법”

을 적용하여 계산시간을 감축(16msec/10,000단계)하고 단

계별 계산오차를 균등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2.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특성

합성단면의 장기변형에 대한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고려하는 장기변형을 발생시키는 콘크리트 단면과 이

장기변형의 일부를 구속하는 구속단면으로 구성된 합성

단면의 환산 단면특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크리프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유효탄성계수가 적용된 환산 단면

특성은 합성단면의 변형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2.1 초기 환산 단면특성

콘크리트에 장기변형이 발생되기 이전에 장기변형이

발생될 콘크리트의 단면적과 단면이차모멘트가 각각 Ac와

Ic이고, 이 장기변형을 구속하게 되는 구속단면의 콘크리

트 탄성계수 Ec에 대한 초기 환산 단면적과 단면이차모

멘트 As와 Is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a)

(1b)

여기서 아래첨자 i는 구속단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를 의미하며, 구속단면의 각 요소에 대해 nsi = Esi / Ec는

탄성계수비, Asi는 단면적, Isi는 단면이차모멘트, ysi는 크

리프 변형이 발생되기 이전의 초기 합성단면의 중심에

대한 각 요소의 중심까지 거리이다.
10)

 각 요소에 대한 ysi

로부터 구속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ysgo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될 수 있으며,

(2a)

ysgo는 합성단면의 중심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ycgo에 대해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2b)

콘크리트 단면과 구속단면의 단면특성으로부터 합성단

면의 환산 단면특성인 단면적 Ao과 단면이차모멘트 Io 및

회전반경 ro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a)

(3b)

 

  = (3c)

여기서 = Ic / Ac와 = Is / As는 각각 콘크리트 단면과

구속단면의 회전반경이며,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적에 대

한 단면비 와 이며, 식 (3c)에

는 식 (2b)와 (3a)의 로부터 유도된 다음의

관계가 적용되었다.

 또는 (4)

식 (3c)의 각 항을 으로 나누면 각 단면의 단면이차모

멘트의 비는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5a)

여기서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이차모멘트 Io에 대한 콘크

리트 단면과 구속단면 그리고 단면 편심에 대한 단면이

차모멘트 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b)

(5c)

(5d)

2.2 유효 환산 단면특성

콘크리트 단면에 크리프 변형이 발생된 경우에 콘크리

트의 탄성계수 대신에 유효탄성계수가 적용된 합성단면

의 환산 단면특성을 적용하면, 크리프 변형이 포함된 적

합조건과 평형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임의 단계 k의

기간에 크리프계수 ∆φk가 발생하면 다음의 유효탄성계

수 Eck가 적용된다.

(6a)

식 (6a)의 유효탄성계수에 대한 구속단면 각 요소의 탄

성계수비는 다음과 같으며,

(6b)

구속단면의 환산 단면적과 Ask = (1 + ∆φk)As와 단면이차

모멘트 Isk = (1 + ∆φk)Is가 적용된다.

As nsi Asi∑=

Is nsi Isi Asi ysi

2
+( )∑=

ysgo

nsiAsi ysi⋅( )∑
As

-----------------------------------=

Acycgo Asysgo=

Ao Ac As+=

Io Ic Ac ycgo

2⋅+( ) Is As ysgo

2⋅+( )+=

ro

2
ρco rc

2
ycgo

2
+( ) ρso rs

2
ysgo

2
+( )+=

ρcorc

2 ρco

ρso

-------ycgo

2
+ ρsorso

2
+

rc

2
rs

2

ρco Ac/Ao= ρso As/Ao=

ρco ρso+ 1=

ysgo

ycgo

---------
ρco

ρso

-------=
ycgo ysgo+

ycgo

-------------------------
1

ρso

-------=

ro

2

1 κco κcg κso+ +=

κco ρco

rc

2

ro

2
----

Ic

Io

----= =

κso ρso

rs

2

ro

2
----

Is

Io

----= =

κcg

ρco

ρso

------- 
ycgo

2

ro

2
---------

ycgoysgo

ro

2
-------------------= =

Eck Ec/ 1 φk∆+( )=

nski Esi/Eck 1 φk∆+( )nsi= =



합성단면의 콘크리트 크리프 효과에 대한 일반화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631

단계 k에서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적 Ak와 초기 환산

단면적 Ao에 대한 비율 ρko = Ak / Ao 그리고 구속단면적

의 합성단면의 환산단면적에 대한 비율 ρsk = Ask / Ak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7a)

(7b)

(7c)

이 합성단면의 중심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ycgk는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에 대한 구속단면의 중

심까지 거리 ycgo + ysgo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8a)

여기서 λck는 ycgo에 대한 ycgk의 비율로 식 (8a)에는 식

(4)와 (7c)가 적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b)

합성단면의 중심에서 구속단면의 중심까지 거리 ysgk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8c)

식 (7)과 (8)로부터 환산 단면이차모멘트 Ik와 회전반경

rk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a)

                

(9b)

식 (9b)에서 단면의 편심에 대한 3 번째 항은 식 (8)로부

터 다음과 같이 유도되었다.

 

      (9c)

식 (9b)로부터 초기 합성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Io에 대

한 단계 k에서 합성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Ik의 비 κko는

다음과 식 (5)의 초기 단면이차모멘트의 비 κco와 κso 및

κcg로 나타낼 수 있다.

    (10)

식 (10)으로부터 합성단면의 구성요소와 크리프계수에 따

른 합성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3. 단계별계산법의 반응

합성단면에서 콘크리트의 장기변형에 대한 반응을 계

산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콘크리트 단면의 구속력과 합성

단면의 변형력으로부터 계산된다. 콘크리트 단면의 구속

력과 합성단면의 변형력은 서로 자체평형(self equilibrium)

되는 내력이다. 합성단면의 변형은 변형력으로부터 계산

되는 반면에 콘크리트 단면의 잔류응력은 콘크리트 단면

에만 작용하는 구속력과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변형력의

합으로부터 계산된다.

3.1 구속력과 변형력

단계별계산법의 단계 k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평균 탄

성변형률 εcgek와 탄성 곡률 χcek 그리고 단계 k 기간의 크

리프계수 ∆φk에 대한 장기변형의 축방향 구속력 ∆Fconk

와 휨 구속력 ∆Mconk는 다음과 같다.

(11a)

여기서 유효탄성계수 Eck = Ec / (1 + ∆φk)는 고려하는 단계

에 발생되는 잔류응력에 대한 크리프 변형을 고려하기 위

해 적용된다. 단계 k에 발생되는 건조수축 변형률 ∆εshk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속력 ∆Fconk가 적용되어야 한다.

(11b)

식 (11)의 축방향 단면력 또는 변형률은 압축인 경우 양

의 값이 적용되며, 휨에 대해서는 합성단면의 중심을 기

준으로 콘크리트 단면에 인장을 발생시키는 모멘트 또는

곡률에 양의 값이 적용된다. 이 경우 콘크리트 단면에 작

용된 구속력은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다음의 변형력에 의

해 평형되어야 한다.

(12a)

Ak Ac 1 φk∆+( )As+=

ρko ρco 1 φk∆+( )ρso+=

ρsk 1 φk∆+( ) ρso/ρko( )=

ycgk

Ask ycgo ysgo+( )⋅
Ak

----------------------------------------- λck ycgo= =

λck

ycgk

ycgo

---------
1 φk∆+

1 φkρso∆+
-------------------------= =

ysgk

Acycgk

Ask

---------------
ρco

1 φk∆+( )ρso

------------------------------ycgk= =

Ik Ic Ac ycgk

2⋅+( ) 1 φk∆+( ) Is As ysgk

2⋅+( )+=

Ao ρco rc

2
ycgk

2
+( ) 1 φk∆+( )ρso rs

2
ysgk

2
+( )+[ ]=

rk

2 1

ρko

-------{ρcorc

2
+ 1 φk∆+( )ρsors

2
=

ρco ycgk

2
1 φk∆+( )ρsoysgk

2
+[ ]}+

1

ρko

------- ρcorc

2
1 φk∆+( )ρsors

2
λck

ρco

ρso

-------⎝ ⎠
⎛ ⎞ ycgo

2
+ +=

ρco 1 φk∆+( )ρso

ysgk

2

ycgk

2
---------+ ρco 1

1

1 φk∆+( )
---------------------- 

ρco

ρso

-------+=

ρcoλck

2 1 φkρso∆+

1 φk∆+( )ρso

------------------------------= λck

ρco

ρso

-------=

κko

Ik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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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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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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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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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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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재의 응력이완 ∆Pk과 같은 내력의 변화가 발생하면

다음의 변형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12b)

여기서 ek는 단계 k에서 합성단면의 중심에 대한 긴장재

의 편심거리이다.

3.2 합성단면의 변형

식 (12)의 변형력에 대한 합성단면의 변형률의 변화 ∆εk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9)

(13)

변형률의 변화에 대한 식 (13)으로부터 단계 k의 합성단

면 중심에서 평균 변형률과 곡률의 변화 ∆εgk와 ∆χk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의 탄성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

여기서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적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적

의 비율 이다.

3.3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변형

콘크리트 단면에 발생되는 장기변형의 일부가 구속되

면 콘크리트 단면에는 콘크리트 단면에 작용하는 구속력

과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변형력에 의한 잔류응력 ∆fck가

발생한다.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변형률 ∆εcek는 식 (11a)

의 구속력과 식 (12a)의 변형력에 의한 잔류응력과 크리

프계수가 포함되지 않은 탄성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

산되어야 한다.
9)

          (15)

식 (15)로부터 단계 k에 콘크리트 단면에 새로 도입되는

평균 탄성변형률 ∆εcgek와 탄성곡률 ∆χcek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여기서 합성단면의 환산단면적에 대한 구속단면의 단면적

비 이다.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에

대한 yc에서 단계 k의 잔류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7)

4. 일반화 매개변수의 유도

합성단면의 단면특성이 주어지면 식 (14)로부터 합성

단면의 변형과 식 (16)으로부터 콘크리트 단면의 잔류응

력에 대한 탄성변형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장기변형에 대한 합성단면의 일반화 반응의 분석을 위해

서는 매개변수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각 단계별로 일정한 크리프계수의 증가와 기

준반응(basic responses)을 도입하여 식 (14)와 (16)을 보

다 일반화하였다.

4.1 균등 크리프계수 단계별계산법

재령 tp에 도입된 탄성변형의 임의 재령 tk에서 크리프

계수는 극한 크리프계수 φu(tp)와 지속기간에 대한 함수

τc(t − tp)로 구성된 크리프 함수 φ(tk, tp) = φuτc(φ tk)로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임의 지속기간 tn에 대한 크리프계수

φn이 주어진 경우에는 단계 수가 N인 단계별 계산법의

각 단계에서 일정한 크리프계수 ∆φn = φn/N의 증가를 적

용하면 재하재령과 하중의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크리프

거동에 대한 반응이 계산될 수 있다. 일정한 크리프계수

의 증가 ∆φn에 대해 각 단계의 유효탄성계수에 대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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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단면의 환산단면 특성은 모두 같게 되며, 다음의 값으

로부터 단면특성이 계산된다. 

유효탄성계수 : 

유효탄성계수비 : 

각 단계의 크리프계수 증가 ∆φn이 일정하면 식 (14)와

(16)은 모든 단계에서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특성이 일정

한 다음의 식을 적용할 수 있다. 

(18)

        (19)

여기서 아래첨자 n은 ∆φn에 대한 콘크리트의 유효탄성

계수 Ecn에 대한 환산 단면특성을 나타낸다.

4.2 기준반응에 대한 일반화 변형

일반화 매개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반응으로 콘크

리트 단면에 도입된 초기 평균 탄성변형률 εcgo와 합성

단면의 중심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간 거리 ycgo에 대

해 기준 평균변형률 εgb 및 곡률 χb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0a)

(20b)

여기서 χco는 콘크리트 단면에 도입된 초기 탄성곡률 그

리고 이며, 두 기준반응의

비는 다음과 같이 된다.

(20c)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평균 변형률 εcgo = 0인 경우에는

εgb = χcoycgo와 χb = χco가 적용된다.

합성단면에 대한 식 (14) 또는 (18)의 변형을 기준반응

에 대한 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21)

      

식 (21)에는 식 (5)의 (10) 단면이차모멘트 비율과 식 (8)의

콘크리트 단면 중심거리 비율이 적용되었다. 단계 N에서

합성단면의 일반화 변형 와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2a)

여기서 기준반응에 대한 단계 j에서 합성단면의 변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b)

단계 k에서 콘크리트 크리프 변형의 합성단면에 의한

구속으로 콘크리트 단면에 발생되는 탄성변형에 대한 식

(16) 또는 (19)의 기준반응에 대한 일반화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단계 k + 1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변형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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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이며, εcgo = 0인 경

우 와 이 적용된다. 단계 N에

서 고려하는 크리프계수 φn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의 일

반화 탄성변형 와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25a)

여기서 기준반응에 대한 단계 j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탄

성변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5b)

식 (21)과 (23)으로부터 합성단면에서 콘크리트 장기변

형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

이 5개로 최소화될 수 있다.

1) :합성단면의 환산 단면적에 대한 콘크

리트 단면의 단면적 비율

2) :합성단면의 환단 단면이차모멘트에 대

한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

3) :합성단면의 초기 환단 단면이차모멘트

에 대한 구속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

4) φn :크리프계수

5) : 콘크리트 단면의 평균 탄성변형

률에 대한 탄성곡률에 의한 합성단면의 중심에서 변

형률의 비율

이 일반화 매개변수가 주어지면 구속단면의 단면적 비

율 , 단면의 편심에 대한 단면이차모멘트

비율 , 단계별 크리프계수 ∆φn = φn /N,

그리고 식 (7c)와 (8a) 및 (10)으로부터 ρsn과 ρcn = 1 −

ρsn 및 λcn과 κno가 계산된다.

5. 일반화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

식 (21)과 (23)에 의하면 합성단면에서 콘크리트의 장

기변형의 효과는 콘크리트에 도입된 평균 탄성변형률 εcgo

와 탄성곡률 χco의 비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단면에 축방향 탄성변형률과 탄

성곡률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합성단면의

단면특성에 대한 일반화 매개변수는 0 < ρco < 1와 0 < κco

< ρco 및 0 < κso < ρso의 범위로 제한된다.

5.1 축방향 탄성변형률에 대한 민감도

이 소절에서는 초기 콘크리트 단면에 축방향 탄성변형

률만 작용하는 경우 기준반응 εgb = εcgo과 χb = εcgo/ ycgo에

대한 식 (22a)와 (25a)의 합성단면 변형과 콘크리트 탄성

변형에 대한 일반화 매개변수의 민감도가 분석되었다. 민

감도 분석의 모든 그림에는 초기 합성단면의 이차모멘트

에 대한 콘크리트와 구속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에

따라 Table 1의 선형과 기호가 적용된다. 

식 (22a)와 (25a)의 일반화 반응에 대해 단계별계산법

의 단계 수 101에 대한 단계 수 100의 최대 오차는

0.005%이며, Fig. 1은 ρco = ρso = 0.5와 χco = 0 및 φn = 1

인 경우 단계 수 100에 대한 각 단계 수에서 일반화 반

응의 오차이다. 단계 수 1에서 최대 오차는 강합성거더

와 유사한 κco
~− 0과 κso

~− ρso인 단면의 콘크리트 탄성곡

률 ∆χce 그리고 PCT 거더와 유사한 κco
~− κso

~− 0 또는

κcg
~− 1인 단면의 합성단면 평균 변형률 ∆εg에서 각각 −27%

와 −33%이다. Fig. 1 (a)의 콘크리트 탄성곡률 ∆χce(흰

기호)는 평균 탄성변형률 ∆εcge(검은 기호)보다 상대적으

εcgo/εb 1= χco/χb χ co=

εgb χcoycgo= χco/χb 1=

ε cge∆ εcge∆ /εb= χce∆ χce/χb∆=

ε cge∆

χ ce∆

ε cgej∆

xcej∆j 0=

N 1–

∑=

ε cgej∆
εcgej∆

εgb

--------------        χ cej∆
χcej∆

χb

------------= =

ρco Ac/Ao=

κco Ic/Io=

κso Is/Io=

χ co χcoycgo/εcgo=

ρso 1 ρco–=

κcg 1 κco– κso–=

Fig. 1 Sensitivities of step numbers (ρco = 0.5, χco = 0, φn = 1.0)

Table 1 Line types and symbols of κco and κso

κco κso

Value Line type Value

0 Dashed 0 ● ○

ρ
co

/ 2 Center ρ
so

/ 2 ▲ △

ρ
co

Solid ρ
so

■ □

ε cge∆ ε g∆, χ ce∆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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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오차를 보인 반면에, Fig. 1(b)의 합성단면 곡률

∆χ(흰 기호)는 평균변형률 ∆εg(검은 기호)보다 오히려 작

은 오차를 보였다. 

Ghali 등
11)
에 의한 단계별계산법에서는 6~10의 단계 수

에서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나, Fig. 1에 의하면 단계 수 10에서 강합성단면의 탄성곡

률과 PCT 거더의 합성단면 평균 변형률의 계산오차는 각

각 −3.3%과 −4.3%이었다. 1% 이내의 오차에 대한 반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탄성변형과 합성단면 변형에

대해 각각 30과 40 이상의 단계 수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

서는 계산시간이 0.15msec인 단계 수 100이 적용되었다.

Figs. 2와 3은 단계 수 100과 초기 탄성곡률 χco = 0 및

고려하는 기간의 크리프계수 φn = 1.0에 대한 합성단면의

단면특성에 대한 일반화 반응이다. Fig. 2에 의하면 초기

콘크리트 단면의 평균 탄성변형률 εcgo에 대한 식 (25)의

콘크리트 단면 탄성변형과 식 (22)의 합성단면 변형은 단

면특성 중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적 비율 ρco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

율 κco보다는 구속단면의 κso에 보다 민감하다.

콘크리트 단면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ρco
~− 0) 콘크리

트 단면의 φn = 1.0에 대한 최대 ∆εcge는 κso = ρso에서 그

리고 ∆χce는 κso = 0에서 각각 εcgo와 εcgo /ycgo의 63%이

었다. 합성단면의 ∆εg는 ρco에 근사적으로 비례하는 반

면에, ∆χ는 ρco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ρco
~− 0과 개별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를 무시되는 κcg = 1에서 최대 ∆χ

= εcgo/ycgo가 발생하며, κso = 0.5ρso (△)에서 39%이다.

Fig. 3은 ρco = 0.5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단면이차모멘

트 비율 κco와 κso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콘크리트 단면

의 탄성변형은 κco에 5% 이내의 오차로 선형관계를 보

이며, κco와 κso의 증가에 대해 잔류응력을 발생시키는

∆εcge는 증가하는 반면에 ∆χce와 합성단면의 ∆χ는 감소하

였다. 모든 κco와 κso에 대해 합성단면의 ∆εg는 0.4~0.5εcgo

의 범위에서 존재하며, κco와 κso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Fig. 4는 고려하는 기간의 크리프계수 φn에 대한 민감도

분석으로 각 반응은 Fig. 3의 ρco = 0.5와 φn = 1에서 반응에

대한 비율이며, 각 일반화 반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6(a)

26(b)

ε cge φ( )∆
εcge φ φn=( )∆

εcge φ 1=( )∆
----------------------------------=

χ ce φ( )∆
χce φ φn=( )∆

χce φ 1=( )∆
--------------------------------=

Fig. 2 Sensitivities of concrete section area ratio (χco = 0, φn = 1.0)

Fig. 3 Sensitivities of second moment ratio of section area (ρco = 0.5, χco = 0, φ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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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c)

26(d)

크리프계수에 대해 콘크리트 단면의 ∆εcge와 합성단면의

∆εg는 각각 κco와 κso가 감소할수록 큰 민감도를 보이며,

최대 민감도는 κco = 0과 κso = 0인 κcg = 1에서 크리프계수

에 선형으로 비례한다. 콘크리트 단면의 ∆χce와 합성단

면의 ∆χ는 κso가 감소할수록 큰 민감도를 보였다. 콘크

리트 단면의 ∆εcge에 대한 최소 민감도와 ∆χce에 대한 최

대 민감도는 같은 조건인 κco = ρco와 κso = 0에서 발생되

었다. 합성단면의 변형 ∆εg와 ∆χ는 κcg = 0에서 최소 민

감도가 계산되었으며, ∆χ에 대한 민감도가 ∆εg에 대한

값보다 다소 큰 값이었다.

5.2 탄성곡률에 대한 민감도

초기 콘크리트 단면에 도입된 탄성곡률에 대한 콘크리

트 장기변형의 민감도는 축방향 변형률만 적용된 경우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콘크리트 단면에 초기 탄성변형

률 εcgo만 작용하면 콘크리트 단면과 합성단면의 반응은

ρco와 κso에 보다 민감한 반면에,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탄성곡률 χco에 대해서는 최대 값이 ρco인 κco에 보다 민

감한 반응을 보였다.

Fig. 5에서 단계 수에 따른 콘크리트 단면의 축방향 탄

성변형의 오차가 탄성곡률의 오차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단계 수 1과 κcg
~− 0에서 최대 오차는 −26%로 εcgo만 작

용하는 경우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합성단면의 평균 변

형률 ∆εg에 대한 오차는 단계 수 1에서 0으로 −100%의

오차를 보였으며, 단계가 증가할수록 누적값의 증가로 오

차는 감소하나 곡률 ∆χ에 대한 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초기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곡률 χco에 대한 단면특성의

민감도는 Figs. 6 및 7과 같다. Fig. 6에서 콘크리트 단면

의 평균 탄성변형률 와 합성단면의

평균변형률  및 곡률 는

κco의 증가에 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곡률 는 상대적으로 작은 구속단면

의 축방향 강성(ρco = 1 − ρco) 때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Fig. 7에서 ρco = 0.5와 κco에 대한 일반화 반응은 근

사적으로 선형의 관계를 보이며, κso에 대한 영향은 에

서 최대 6%의 작은 민감도를 보였다.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탄성곡률에 대해 식 (26)에서 정

의된 일반화 반응의 크리프계수에 대한 민감도는 Fig. 8

과 같다. Fig. 8에서 콘크리트 단면의 ∆εcge와 합성단면의

ε g φ( )∆
εg φ φn=( )∆

εg φ 1=( )∆
-----------------------------=

χ φ( )∆
χ φ φn=( )∆

χ φ 1=( )∆
----------------------------=

ε cge∆ εcge∆ /χcoycgo=

ε g∆ εg∆ /χcoycgo= χ∆ χ∆ /χco=

χ co∆ χce∆ /χco=

χ∆

Fig. 4 Sensitivities of creep coefficients (ρco = 0.5, χco = 0)

Fig. 5 Sensitivities of step numbers (ρco = 0.5, εcgo = 0, φ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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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g와 ∆χ는 κso가 작을수록 크리프계수에 큰 민감도를 보

인다. 반면에 콘크리트 단면의 ∆χce는 κco와 κso가 증가할

수록 또는 κcg가 감소할수록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Fig. 8

의 φn = 4에서 χco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의 ∆εcge는 Fig. 4

의 εcgo에 대한 값보다 약 반정도 줄어든 반면에 합성단

면의 ∆εg은 약 2배 증가하였다. 콘크리트 단면의 ∆χce와

합성단면의 ∆χ에 대한 크리프계수의 민감도는 εcgo에 대

한 값과 유사하였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합성단면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크리프에 의한 장기 거동을 해석하는 단계별계산법의 효

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화 매개변수가 적용된 일

반화 반응식을 다음의 과정으로 유도하였다.

1) 합성단면의 변형과 콘크리트 단면에 잔류응력을 발

생시키는 탄성변형에 대한 기존의 식으로부터 유효

탄성계수가 적용된 단면특성의 단계별 반응을 계산

Fig. 6 Sensitivities of concrete section area ratio (εcgo = 0, φn = 1.0)

Fig. 7 Sensitivities of second moment ratio of section area (ρco = 0.5, εcgo = 0, φn = 1.0)

Fig. 8 Sensitivities of creep coefficients (ρco = 0.5, εcgo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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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식을 재구성하였다.

2) 일정한 크리프계수의 증가 ∆φn = φn/N에 대한 단계

별계산법의 적용으로 식을 단순화하고, 단계별 계

산의 오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콘크리트 단면에 도입된 초기 평균 탄성변형률 εcgo

또는 탄성곡률 χco와 합성단면과 콘크리트 단면의

중심간 거리 ycgo의 기준 반응에 대한 단계별계산법

의 일반화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매개변수를 다음

과 같이 최소화 하였다.

단면특성 : ρco(콘크리트 단면적 비율)

         κco(콘크리트 단면이차모멘트 비율)

         κso(구속단면 단면이차모멘트 비율)

재료특성 : φn(고려하는 기간의 크리프계수)

하중특성 : (변형률과 곡률의 비율)

이의 일반화 매개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계산오차 1% 이내의 일반화 반응에 대한 단계 수

는 30~40으로 기존의 권장 단계 수 6~10보다 많은

단계가 요구된다.

2)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평균 탄성 변형률 ∆εcgo에 대

한 일반화 반응은 ρco에 가장 민감하며, κco보다는

κso에 보다 민감하다. φn = 1.0에서 잔류응력을 발생

시키는 최대 탄성변형 ∆εcge와 ∆χce은 콘크리트 단

면적을 무시할 수 있는 ρco
~− 0에서 발생되며, 각각

κso = ρso와 κso = 0에서 εcgo와 εcgo / ycgo의 63%였다. 합

성단면의 ∆εg는 ρco에 근사적으로 비례하나, ∆χ는 ρco

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3)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탄성곡률 χco에 대한 일반화

반응은 최대 값이 ρco로 제한되는 κco에 가장 민감

하다. 콘크리트 단면의 ∆εcge와 합성단면의 ∆εg 및 ∆χ는

ρco의 증가에 같이 증가하나, 콘크리트 단면의 탄성

곡률 ∆χce는 구속단면의 강성 감소로 감소하였다.

κco에 대한 일반화 반응은 근사적으로 선형의 관계를

보이며, κso에 대한 민감도는 에서 최대 6%이었다.

4) 콘크리트 단면의 ∆χce와 합성단면의 ∆χ에 대한 크

리프계수의 민감도는 εcgo와 χco에서 유사하였으나,

크리프계수 φn = 4에서 χco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의

∆εcge는 εcgo에 대한 값보다 약 반 정도 줄어든 반면

에 합성단면의 ∆εg은 약 2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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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합성단면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단면에 크리프에 의한 장기변형이 발생되면 합성단면에는 추가의 변형이 발

생되며 콘크리트 단면에는 장기변형의 일부구속으로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복잡한 합성단면에서 콘크리

트 단면의 장기변형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기존의 단계별계산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하였다. 장

기변형이 발생하는 콘크리트 단면과 이 변형의 일부를 구속하는 구속단면의 단면특성과 재료특성으로부터 초기 합성단

면의 환산단면특성이 유도되고, 각 단계의 크리프계수가 고려된 유효탄성계수가 적용된 환산 단면특성이 유도되었다.

합성단면의 일반화 반응에 대한 5개의 일반화 매개변수로 구성된 단계별계산법의 식이 유도되었다. 각 단계별 계산식

에는 크리프계수의 증가가 일정하도록 하여 식의 단순화와 계산시간의 감축 및 균등한 단계별 계산오차가 가능한 균등

크리프 단계별계산법을 제안하였다.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축방향 탄성 변형률에 대한 일반화 반응은 콘크리트 단면적

의 비율에 가장 민감하고,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보다는 구속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에 보다 민감

하였다. 반면에 콘크리트 단면의 초기 탄성곡률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 비율에 가장 민감하였다.

핵심용어 : 합성단면, 장기변형, 단계별계산법, 일반화 매개변수, 매개변수 민감도

χ co χcoycgo/εcgo=

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