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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 논문은 ESO 기법을 기 로 한 Strut-Tie 모델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평면응력 요소를 사용한 기존의 ESO방법과 

달리, ESO기법에 의해 최 화된 구조가 트러스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사실에 기인하여, Strut-Tie 모델을 통한 단설

계에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ESO기법을 새롭게 용하 다. 제들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가장 좋은 Strut-Tie 모델을 찾

을 수 있음을 입증하 으며, 앞서 2차원 평면응력 요소와 Strut-Tie 모델의 연 성에 한 연구를 통해 ESO방법이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경험하지 못한 특히 복잡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설계에 효과 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ESO과정, Strut-Tie model, RC 구조물, 단, 트러스요소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struction of Strut-Tie model based on the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ESO) method. 

Differently from conventional ESO method which uses plane stress elements, the introduced approach adopts the use of truss 

elements with the fact that the optimum topology of structures by ESO method is open a truss-like structure. Several examples are 

provided to demonstrate the cap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in finding the best Strut-Tie models. In advance, it is shown that 

the introduced method is supported through the correlation studies between two-dimensional plane stress analysis and Strut-Tie 

models, and can be used effectively in practice, especially in shear design of complex reinforced concrete members where no 

previous experience is available.

Keywords :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 strut-tie model, RC structure, shear, truss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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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재료 가운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재료  하

나인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비해 상 으로 작은 인장 항력

을 가지고 있으나 콘크리트가 갖는 경제 인 장  때문에 재

까지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에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단

설계의 경우 그 거동특성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계로 보

수 인 설계가 이루어져 오다 1899년과 1912년에 이르러 

Truss Analogy를 토 로 철근 콘크리트 보에 한 한 배

근 방법이 제시되었다(ASCE-ACI Committee 445, 1988). 

Truss Analogy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 의 흐름을 바탕으

로 설계되는 방법으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보

의 복부부분을 45도로 일정하게 기울어진 압축재로 이상화하

여 단력에 해 항할 수 있도록 배근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Truss Analogy 한 불규칙한 응력의 흐름을 가지는 구조물

에 한 단 설계가 매우 어렵다는 구조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하 을 받는 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단면의 변화 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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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  경로법

응력이 작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내력의 분포가 격히 변하

는 D 역과 그 외의 B 역으로 나  수 있다. 이  내력의 분

포가 격하게 변하는 D 역의 경우는 Truss analogy의 

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Schlaich 등, 1987). 

이러한 용성의 문제로 인해 Truss analogy의 발 된 

형태인 Strut-Tie model이 안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러

나 Strut-Tie model 한 단순히 하 이 흐르는 방향에 철

근을 배치하는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힘보다 보수 으로 설계되어 비경제

으로 D 역을 설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en 등, 2002; Yun, 1998; 

Hong, 2000). 

따라서 언 한 Strut-Tie model이 갖는 한계 을 개선하

고 단설계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해 이 논문에서는 

진  구조 최 화 기법(ESO: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의 개념을(Chu,D.Nha 등, 1997; Xie 등, 

1993) Strut-Tie model을 도출하는데 도입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Strut-Tie model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 에 따른 주 응력방향 즉, 하

이 흘러가는 방향을 참고하여 설계를 하고, 진  구조 

최 화 기법 한 구조물 체를 통해 힘이 집 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진  구조 최 화 방법의 경우 

재 설계규 (ASCE-ACI SP-208, 2002)에서 제안하고 있

는 Strut-Tie model보다는 보다 개선된 결과를 기 할 수 

있는 계로 이 논문에서는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통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설계에 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2. Strut-Tie Model

Strut-Tie model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선형 탄성해

석에 의한 응력의 흐름을 기 로 하여 하 이 이동하는 경로

를 통해 구성한다. 이러한 하 의 경로를 토 로, 압축 응력

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Strut을, 인장 응력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Tie로 각각 이상화하여 Strut은 압축응력을 받는 

콘크리트가, Tie는 인장응력을 받는 보강재료 는 철근으로 

표 하게 된다. 한 응력의 흐름이 바 는 부분에서 내력 

달 요소들과 집 하 이 합 을 이루는 역으로 구

성된다. 구조물의 이상화를 통해 Strut-Tie model을 구성

할 때 구조물을 크게 B 역과 D 역으로 나 게 되는데 B

역은 변형의 분포가 선형이기 때문에 평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는 Bernoulli의 가정이 용될 수 있는 부재

를 말하며, B는 Bernoulli 는 Beam을 뜻한다. 한편 D

역은 B 역과 상반되는 응력이 교란되는 역을 말하며 여기

서 D는 Discontinuity 는 Disturbed를 의미하며 Strut- 

Tie model은 바로 이 D 역의 단설계를 해 고안된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Schlaich 등, 1987). 일반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보 이론의 용이 가능한 부분과 용이 어려

운 부분의 구분이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어 단지 설계자의 

경험과 공학 인 감에 기 어 B 역과 D 역을 구분한 뒤, 

B 역은 Truss Analogy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D 역은 

Strut-Tie model을 용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임승욱 등, 1992). 

Strut-Tie model은 일반 으로 하  경로법을 통해 구성

되는데 그림 1은 간단한 Strut-Tie model을 하  경로법을 

통해 구성한 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 으로 Sturt-Tie 

model에서 실선은 Tie를 의미하고 선은 Sturt을 의미한

다. 하  경로법을 통해 제안된 Strut-Tie model의 경우 

정확한 하  경로의 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

치 않은 부분에 부재가 배치될 우려가 있으며, 보수 인 설

계로 인해 체 Strut-Tie model을 구성하고 철근을 배치

하는 설계 과정이 비경제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진  구조 최 화 기법(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 ESO)

형상을 최 화하는 기법은 주어진 구조물의 설계 역과 경

계 조건하에서 특정한 값을 목표로 하는 목 함수를 최소화

하며, 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 에 가장 잘 응할 수 있

는 형상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조물의 최

형상을 찾아가는 최 화 방법은 구조물의 기하학  데이터

의 변화가 심하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하학

인 데이터의 변화가 크다면 유한요소해석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기하학  데이터의 변화

를 이는 것이 최 화 과정에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 균질화 방법이 Bendsø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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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설계영역의 설정

소거기준의 산정

유한요소해석
2 2 2

1 2 2 3 3 1( ) ( ) ( )VM
eσ σ σ σ σ σ σ= − + − + −

요소의 소거

e iRR ERσ ≤ + 0,1,2,3....i =

Steady State

Optimum 1i iRR RR ER+ = +

끝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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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

그림 2 진  구조 최 화 과정

Kikuchi에 의해 두되었는데(Bendsøe 등, 1988) 이 균질

화 방법은 구조물 체에 무수히 많은 공극(hole)을 배치시

킨 후, 주어진 하 을 지탱할 수 있으면서 목 으로 하는 함수

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극의 배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내부의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의 변화를 유

발시킬 수 있으면서, 요소의 재구성도 필요하지 않은 진  

구조 최 화(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방법

이 Xie와 Steve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 방법의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역의 설정: 최 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구조물을 

충분히 포함하는 설계 역(Design Domain)을 설정

한다. 한 구조물의 특성상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단되는 경우에는 비 설계 역(Non-Design Domain)

으로 설정한다. 그 밖에 하 , 경계조건, 재료의 물성치 

등을 설정하고 체 역을 유한요소해석을 해 세분

화 한다. 

(2) 소거기 의 선정: 응력(Von Mises Stress)을 소거

기 으로 선정한다. 

(3) 유한요소해석: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각 요소들의 

Von Mises Stress를 계산한다. 

(4) 소거단계: 어떤 요소의 Von Mises stress가 체 요

소들  가장 큰 Von Mises stress에 소거 비율(RR: 

Rejection Ratio)을 곱한 값보다 작으면(≤

×) 그 요소는 구조물에 있어 비효율 인 부분이

라고 단하여 제거해 나가게 된다. 

(5) Steady State 단계: ESO과정을 거치는 동안 일정한 

Rejection Ratio를 가지고 요소를 차 으로 소거해 

나감에 따라 언 한 응력조건을 만족하는 요소가 더 이

상 없게 되는데 이 상태를 Steady State 단계라 일컫

는다. 이러한 Steady State 단계에 어들게 되면, 

Rejection Ratio를 증가하여 ESO를 시행하여야 한

다. 이때의 증가된 Rejection Ratio는  

   0,1,2,3,…로 표 된다. 비율은 기소

거비율을 1%로 시작해서 증가율(ER: Evolutionary 

Rate)도 1% 정도씩 하는 것이 리 이용되고 있다

(Chu,D.Nha 등, 1997). 

(6) 최 해의 수렴. 와 같은 반복과정은 모든 요소의 응

력수 이 어떤 범 에 속할 때까지 (3)~(5)의 과정

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되며 언 한 일련의 과정을 그

림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Strut-Tie model을 구성하는 방법은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Strut을,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Tie를 각각 

배치하는 방법이므로 진  구조 최 화 방법(ESO)을 용

하면 응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분을 효과 으로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평면응력 요소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방법을 통해 Strut-Tie model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

부 진행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평면응력요소의 주응력을 소거

의 기 으로 삼아 최 화를 수행하는 연구가 표 이라고 할 

수 있다(Chu,D.Nha 등, 1997). 그러나 평면 응력요소를 사

용하면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응력

이 흘러가는 방향에 한 악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해 

이 논문에서는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과정

을 도입하고자 한다.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과정은 무엇보다 강성의 조합이 평면응력요소보다 쉽기 때

문에 계산 시간이 어들게 되며 특정 방향으로의 부재의 소거 

 추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평면응력요소를 사용한 진  구

조 최 화 기법의 결과보다 더 효율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이와 같은 장 이 있는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기법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해석에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길이  높이의 비가 3:1인 깊은 보에 

한 Strut-Tie model을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용하여 도출하 다. 기본 인 모델의 제원과 

Strut-Tie model(ASCE-ACI SP-208, 2002)은 그림 3과 

같다.

트러스 모델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길이가 203.2mm로 고

정되어 있으며, 각 부재의 재료상수인 탄성계수 E는 30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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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 형상의 모델링 (b) RR=5%

(c) RR=10% (d) Strut-Tie model

그림 4 트러스 요소를 이용해 진  구조 최 화 과정을 용한 길이  높이의 비가 3:1인 깊은 보의 Strut-Tie model

6096mm

1601KN 1601KN

2032mm

(a) ACI model 제원 (b) ACI Strut-Tie model

그림 3 길이  높이의 비가 3:1인 깊은 보의 제원과 Strut-Tie Model Proposed by ACI

단면  A는 0.0144m
2
이고 사용된 트러스 요소의 수는 

1160개이다. 해석에 사용된 로그램은 SAP 2000이며 각

각의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최종 RR은 10%이며 총 iteration은 46회이다. 이 해석 

결과에서 볼 수 그림 4의 (d)와 같은 최종 인 형상은 ACI

에서 제안된 그림 3의 (b)와 같은 Strut-Tie model과 동일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러스 요소

를 사용한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의 단 해석을 한 Strut-Tie model의 구성에 있어, 인

장응력 분포도와 압축응력 분포도를 통해 유추한 Strut-Tie 

model과 비슷한 형상을 나타내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의 단해석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다른 구조물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ESO를 통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해석의 

효율성 검증

4.1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 구조는 앙에 직사각형 모양의 개

구부가 존재하는 표 인 D 역으로써 Strut-Tie model의 

용에 표 인 가 되고 있으며, 제 구조물의 주어진 

하 과 구조물의 제원은 그림 5의 (a)와 같다(ASCE-ACI 

SP-208, 2002).

먼  ACI에서 제안한 Strut-Tie model(그림 5의 (b))을 

살펴보면 하  경로법에 의해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듯이 하

으로 인해 발생하는 휨으로 인해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의 아

랫부분과 개구부의 와 아래에 각각 인장에 비하기 한 

Tie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 으로 인한 깊

은 보의 휨으로 인한 인장력의 발생을 방지하기 해 Tie를 배

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ACI에서 제안한 Strut-Tie 

model과 인장응력 분포도를 동시에 살펴보면, T3부재가 치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 부를 연결하는 길이 방향과 T1부재

가 치한 개구부의 윗부분을 심으로 인장응력이 주로 분포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구조물을 진  구

조 최 화 기법(ESO)을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재료

상수인 탄성계수 E는 30GPa, 단면  A는 0.0144m
2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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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물의 제원 (b) Strut-Tie model proposed by ACI

(c) 주인장응력 분포도 (d) 주압축응력 분포도

그림 5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의 제원, Strut-Tie model  주응력 분포도

(a) 기 형상의 모델링 (b) RR=3%

1

2

3

4

(c) RR=5% (d) Strut-Tie model

그림 6 ESO를 용한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의 Strut-Tie model

된 트러스 요소의 수는 4787개이다.

최종 RR은 5%이며 총 iteration은 25회이다. 최종 으

로 산정된 결과(그림 6의 (d))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ACI에서 제안한 Strut-Tie model(그림 5의 (b))보다 

체 인 구성 요소의 수가 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요소의 수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훨씬 

더 경제 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재

의 요소가 감소됨에 따라 그만큼 부재에 주어지는 하 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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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Principal 

Stress (A)

ACI Result 

(B)

ESO Model 

(C)

ESO Strut-Tie 

model (D)

1 700 1481 1314 1195

2 200 743 703 512

3 340 1481 1445 927

4 190 부재 없음 0 364

표 1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의 축력 비교
(단 : kN)

2000kN 2000kN

2540mm 25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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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물의 제원 (b) Strut-Tie model (c) 주인장응력 분포도 (d) 주압축응력 분포도

그림 7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제원, Strut-Tie model & 주응력 분포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trut-Tie model을 설계함

에 있어 부재의 감소도 요하지만 각각의 부재가 받는 힘 

한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철근의 수

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 1은 트러스 요소와 같은 길이를 

가진 2차원 평면응력요소의 주응력 해석결과에 단면 을 곱

하여 도출된 체 축력(표 1의 (A))과 ACI Strut-Tie 

model 용으로 산정된 축력(표 1의 (B)) 그리고 진  

구조 최 화 과정 의 비교하려는 부재 근처에 치한 축력 

 가장 큰 축력(표 1의 (C)) 그리고 진  구조 최 화 

과정을 통해 추론된 Strut-Tie model에 의한 축력(표 1의 

(D))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

는 실제 인장력의 기 값인 주응력 해석결과(표 1의 (A))보

다는 여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결과가 상 으로 큰 부재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  구조 최 화 기

법을 통해 도출된 Strut-Tie model은 ACI에서 제안된 

Strut-Tie model의 용으로 산정된 인장력보다 상 으

로 작은 인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토 로 보았을 때,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Strut-Tie model은 구조물이 항

하는 정도에 비해 보수 인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단할 수 

있다. 한 그림 5의 (c), (d)와 그림 5의 (b)의 비교를 통

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CI Strut-Tie model은 하  경

로법을 통해 도출되어 필요없는 부분에도 부재가 배치되어 

있어 간단해질 수 있는 Strut-Tie model의 설계가 복잡해

지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인장응력 분포도와 압축응력 분포

도를 함께 겹쳐 보았을 때에도 체 인 경향성은 진  구

조 최 화 기법을 통해 도출된 Strut-Tie model과 오히려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4.2 두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

두 번째 제 구조물은 2개의 개구부가 벽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써(ASCE-ACI SP-208, 2002) 개구부가 포함

되어 있으면 개구부 근방에서는 응력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

문에 통상 으로 이 부분을 D 역이라고 보고 Strut-Tie 

model을 용하여 단 설계를 하게 된다.

인장응력 분포도(그림 7의 (c))와 압축응력 분포도(그림 

7의 (d))의 형태와 크기를 체 으로 살펴보면,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와 마찬가지로 개구부 쪽과 아래쪽 그리고 벽

체의 지 부를 연결하는 부분에 집 으로 인장응력이 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축응력의 분포는 하 이 주어

지는 부분인 윗부분에서 지 부까지 긴 선으로 연결되는 형

태를 띠고 있다. 한편 ACI에서 제안하고 있는 Strut-Tie 

model(그림 7의 (b))은 하 이 주어지는 지 부터 벽체를 

받치고 있는 지 을 잇는 기다란 다각의 직선이 Strut을 이

루고 있고 개구부의 쪽과 아래쪽 그리고 벽체를 받치는 지

을 잇는 부분에는 Tie를 배치한 형상이다. 하지만 ACI에

서 제안하고 있는 Strut-Tie model(그림 7의 (b))을 유한

요소해석 하 을 때, 부재에 걸리는 힘이 0인 부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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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a) 기형상 의 모델링 (b) RR=1% (c) RR=5% (d) Strut-Tie model

그림 8 ESO를 용한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Strut-Tie model

번호
Principal 

Stress (A)

ACI Result 

(B)

ESO Model 

(C)

ESO Strut-Tie 

model (D)

1 122 600 200 297

2 305 -373 -339 204

3 234 1031 195 537

4 241 600 440 628

표 2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축력 비교
(단 : kN)

불필요한 부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구

조물에 해 트러스 부재를 이용한 진  구조 최 화 기법

을 용하여 Strut-Tie model을 구성하 으며 사용된 재료

상수는 탄성계수 E 30GPa, 단면  A는 0.0144m2, 사용된 

트러스 요소의 수는 6308개이다.

최종 RR은 5%이며 총 iteration은 34회이다. 트러스 요

소를 이용한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용하여 Strut-Tie 

model(그림 8의 (d))을 구성해본 결과, ACI에서 제안한 

Strut-Tie model과는 달리 쪽 개구부에 아래에 치해있던 

Tie부재가 사라졌고, 에서 언 했던 2개의 부재가 연속으로 

배치 되어있는 것이 1개의 부재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한 

ACI Strut-Tie model(그림 7의 (c))에서 축력이 0이었던 

부재는 진  구조 최 화 기법으로 도출된 Strut-Tie 

model에서는 비효율 인 요소로 단되어 소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앞의 제와 동일한 산정된 부재의 축력에 어

떤 변화를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표는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에 진  구조 최 화 기

법을 용하여 도출된 Strut-Tie model 에서도 Tie에 

응하는 부재의 부재력을 비교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 한 개구부가 있는 깊은 보

와 마찬가지로,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통해 도출된 

Strut-Tie model이 ACI Strut-Tie model보다 작은 인장

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CI Strut-Tie model

에서는 압축력이 작용한다고 해석되었던 2번 부재의 경우, 

치의 변경으로 인해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특히 참고값에 해당하는 주응력 해석결과와 비교할 때 

ESO Strut-Tie model이 가장 효과 인 model임을 알 수 

있다. 체 인 구성 한 본래 2개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의 

인장응력 분포와 압축응력 분포와도 경향성 면에서 효율 으

로 잘 반 하고 있으며 1,3번 부재에 해 ACI Strut-Tie 

model의 경우 각각 600kN과 1031.1kN의 부재력이 산정

된 데 반해, 진  구조 최 화 과정으로 구성된 Strut-Tie 

model의 경우 각각 296.72kN 그리고 537.15kN으로 산정

되었다. 거의 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진  구조 최 화 과정으로 해석된 Strut-Tie model이 더 

효율 이며 경제 이라는 사실을 반 한다. 4번 부재의 경우

에는 ACI에서 제안된 Strut-Tie model보다 28.34kN 더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 부를 연결하는 Tie이므로 

28.34kN의 차이는 충분히 보강한 은 값으로 단된다.

4.3 간 인 지 부를 가진 깊은 보

IABS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ridge and 

Structural Engineering)에서도 ACI와 마찬가지로 Strut- 

Tie model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간 인 지 부를 가진 

깊은 보의 경우 IABSE에서 제안하고 있는 표 인 설계 

제 구조물이다(J.G.McGregor, 1991). 이 구조물의 특징

은 구조물 상부와 하부에 집 하 이 작용하고 있고 구조물

이 단순한 보 형태가 아닌 다각형 형태이며 지 부의 형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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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물의 재원 (b) IABSE Strut-Tie Model

(c) 주인장응력 분포도 (d) 주압축응력 분포도

그림 9 간 인 지 부를 가진 깊은 보의 제원과 IABSE Strut-Tie model 과 주응력 분포 

(a) 기 형상의 모델링 (b) RR=1%

1

2

3

(c) RR=3% (d) Strut-Tie model

그림 10 ESO를 이용한 간 인 지 부를 가진 깊은 보의 Strut-T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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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Principal 

Stress (A)

IABSE Strut-Tie 

Result (B)

ESO 

Model (C)

ESO Strut-Tie 

model (D)

1 450 670 501 466

2 -40 부재 없음 -100 220

3 430 2500 100 466

표 3 간  지 부를 갖는 깊은보의 축력 비교
(단 : kN)

이 과 다르게 직 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D 역으로 간

주하고 Strut-Tie model을 하  경로법을 용하여 구성하

다. 구조물의 제원과 인장, 압축응력 분포 그리고 제안된 

Strut-Tie model은 그림 9의 (d)와 같다.

상 구조물에 한 ESO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재

료상수는 탄성계수 E 30GPa, 단면  A 0.0144m2이고 사

용된 트러스 요소의 수는 14,146개로 그림 10의 (a)에서 

수치모델링 결과를 볼 수 있다.

최종 RR은 3%이며 총 iteration은 10회이다. 최종 해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10의 (c)의 체 인 구조 형상을 살

펴보면, 구조 상부와 오른쪽의 지 부 부분에 많은 요소가 

소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부분에는 부분의 부

재가 압축력을 받아 Strut으로 설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쪽 지 부에 치한 부재와 상부와 부에 치한 길

이방향의 긴 부재는 인장응력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큰 인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Tie로 설계된다. IABSE에서 

제안된 Strut-Tie model(그림 9의 (d))과 진  구조 최

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Strut-Tie model(그림 10의 (d)) 

부재의 축력에 한 비교는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 인 지 부를 가진 

깊은 보 역시 기존의 Strut-Tie model보다 경제 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부재에서 IABSE Strut- 

Tie model의 경우 각각 670kN 그리고 2500kN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  구조 최 화 기법에 의해 도출된 

Strut-Tie model의 경우 각각 465.66kN이 작용하는 것으

로 산정된다. 특히 1번 부재의 경우 3분의 2정도, 3번의 경우 

6분의 1정도의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

교부재가 없는 2번의 경우 220.65kN의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참고 수치인 주응력해석에 의한 결과와 매

우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재 단설계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Strut-Tie model이 응력의 흐름, 하 의 경로를 바탕으로 설

계되는 에 착안하여 구조물에서 비효율 인 부분은 소거하

여 응력의 흐름과 하 의 경로를 보존하는 진  구조 최 화 

기법(ESO;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을 

용하여 Strut-Tie model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특

히 강성행렬의 구성이 쉽고 기설계 역을 설계할 때에 특정 

방향의 부재는 소거가 가능한 트러스 부재를 사용한 진  구

조 최 화 기법을 통해 Strut-Tie model을 도출하 으며 이

의 제안된 Strut-Tie model 과 진  구조 최 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Strut-Tie model의 부재력의 비교를 통해 제안

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다양한 구조물의 해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러스 부

재의 진  구조 최 화 기법을 통해 도출한 구조물의 

Strut-Tie model은 ACI나 IABSE에서 제안된 Strut-Tie 

model보다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효과 이고 정확하게 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보다 경제 인 단설계

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방법이 리 사용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구조계에 한 

추가 인 해석과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해

석 결과를 토 로 실무에서 쉽게 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의 설정 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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