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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치 시스템의 긴장설치과정 해석을 수행하기 한 개선된 명시  해석법을 제안하 다. 스트라치 

시스템은 Stressed-Arch에서 유래한 용어로 슬리 에 의한 갭이 도입된 유동 하 재가 내부의 긴장재에 의한 기장력의 

도입으로 서서히 닫히게 되고, 이에 따라 체 구조물이 상승하여 최종 인 아치형태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독창 인 구조

시스템이다. 스트라치 시스템의 기장력 도입과정을 긴장설치(stress-erection process) 과정이라 하며, 기곡률의 도입에 

따라 유동 상 재에는 과도한 기변형이 발생하여 소성거동에 의한 강체회 이 발생하는 불안정 구조물이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스트라치 시스템의 불안정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해서 소성힌지가 용된 보-기둥요소를 사용하여 유동 

상 재를 모델링하 고, 불안정 구조물의 해석법에 효과 으로 사용되는 동 이완법의 개선된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실제 

스트라치 구조물의 긴장설치과정 해석을 수행하 으며, 실제 로젝트에 한 해석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해석법의 

용성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스트라치, 긴장설치과정, 동 이완법, 소성힌지, 보-기둥요소

Abstract

In this paper, the advanced explicit algorithm is proposed to simulate the stress-erection process analysis of Strarch system. The 

Strarch(Stressed-Arch) system is a unique and innovative structural system and member prestress comprising prefabricated plane 

truss frames which are erected by a post-tensioning stress-erection procedure. The flexible bottom chord which have sleeve and 

gap detail are closed by the reaction force of prestressing tendon. The prestress imposing to the tendon will make the Strarch 

system to be erected. This post tensioning process is called as “stress-erection process”. During the stress-erection process, the 

plastic rigid body rotation is occurred to the flexible top chord by the excessive amount of plastic strain,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becomes to be unstable. In this study, the large deformational beam-column element with plastic hinge is used to 

model the flexible top chord, and the advanced Dynamic Relaxation method(DRM) are applied to the unstable problem of 

stress-erection process of Strarch system. Finally, the verification of proposed explicit algorithm is evaluated by analysing the 

stress-erection of real project of Strarch system.

Keywords : strarch, stress-erection process, DRM, plastic hinge, beam-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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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트라치(Strarch)는 Stressed+Arch의 합성어로 싱가

폴에 본사를 둔 스트라치사의 특수 구조시스템으로 비행기 

격납고와 같은 공간 구조시스템이 주로 용되며, 그림 1

과 같은 유압잭과 텐던에 의한 긴장설치(stress-erection)과

정을 통해 구조물의 최종형태가 결정된다(Clark 등, 1990; 

1991; 1994; Key 등, 1994). 따라서 스트라치 시스템은 

지상높이에서 구조물을 조립할 수 있고, 고공작업을 피할 수 

있으며, 소성설계법의 사용으로 철골부재의 단면성능을 최

한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스트라치 시스템의 구조  특성  가장 큰 특징은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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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트라치 시스템( 종도행거)

의 유동하 재의 도입  이에 따른 텐던긴장에 의한 유동상

재  하 재의 강체거동이라 할 수 있는데, 유동하 재는 

부재 간에 갭이 있는 슬리 를 가진다. 유동하 재의 원형

이  내부에는 텐던이 도입되고, 유압잭에 의해 텐던이 긴

장됨에 따라 유동하 재의 갭은 슬리 를 통해 닫히게 된다. 

한 텐던의 긴장력은 이스를 통해 연속된 상 재에 휨

응력을 발생시켜, 상 재가 아치 형태로 기곡률을 갖도록 

한다. 이 때 일반 인 스트라치 임 유동상 재의 부

는 과 한 회 변형에 의해 항복하게 되고, 소성상태에서 

강체회 변형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의 종도행거와 같은 스트라치 

임의 긴장설치  시공과정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명시  

정  수치해석법을 제시한다. 이 명시 해석법은 형상해석 

 불안정구조물의 비선형해석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동 이

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정 인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한 새로운 수치해석  특성을 용하 다. 개발된 해석법을 

이용하여 실제의 종도행거 스트라치 시스템에 한 긴장설

치과정해석을 수행하 고, 해석결과의 검토를 통하여 본 해

석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동 이완법의 정식화

구조물이 정 인 상태에 있을 때 체 구조물의 체 포텐

셜 에 지 는 변형에 지(strain energy) 와 외부하

에 의한 일인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에 지이론 혹은 변분법에 의해 가상일의 증분변 에 한 

체 포텐셜에 지의 증분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에서 는 내력에 의한 력이다. 구조물의 체 

포텐셜 에 지가 최소인 상태를 정 하  상태에서의 정  

평형상태(static equilibrium state)로 보기 때문에, 정  

평형상태를 한 조건식은 불평형력이 이 되는 다음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평형상태에서는 외력 와 내력  가 일치하여 불

평형력은 이 되고, 구조물은 더 이상 변형하지 않는 정정 

안정상태가 된다. 

Day(1960)에 의해 제안된 이래로 정 비선형 해석법으로 

범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 이완법은, 선강성행렬을 사

용하지 않고 구조물의 정  비선형응답 특성을 악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주로 비선형성이 강하여 뉴튼랩슨법으로 해석하

기 곤란하거나 비효율 인 비선형 문제에 주로 사용된다. 그 

표 인 용사례는 이블, 막구조와 같이 구조 으로 불안

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장구조물의 형상해석  응력해석, 불

안정구조물의 안정화 이행과정해석(Han 등, 2003),  다른 

용사례로 강성구조물의 후좌굴해석(Lee 등, 2011) 등이다.

동 이완법은 구조물의 체포텐셜 에 지를 최소화시키는 

수치해석과정을 통해 구조물의 정  평형상태를 찾는 반복  

비선형 해석기법이다. 시간증분 마다 구조물의 운동 상태

를 추 해 나가면서 구조물의 감쇠작용에 의해, 구조물이 정

 평형상태에 도달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동 평형방정

식에서 동 하 을 정 하 으로 치환하고 구조물 감쇠작용

에 의해 어떤 특정 상태로 수렴하는 정 평형상태를 추 한

다. 구조물의 동  평형방정식은 다음식과 같다. 

   ＋      (3)

 식에서 동 하   를 정 하 로 용하고, 식을 

고쳐 다시 표 하면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식의 왼쪽 항을 -시간스텝에서의 불평형력으로 보고 

다시 정리하면 다음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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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 감쇠에 의한 구조물의 수렴과정

 식에서   는 각각 구조물의 가상질량(fictitious 

mass)과 성감쇠(viscous damping)이고,   는 -시

간스텝에서 구조물의 가속도와 속도이다. 

시간증분 에 한 속도의 유한차분 특성을 도입하

고, 구조물의 성감쇠(viscous damping)가 질량에만 비례

한다고 생각하고 성감쇠를 질량에 해 다시 표 하면 아

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식에서 상수  는 아래와 같다. 




′




′


  

 (7)

 식에서 ′은 단 질량에 한 성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 per unit mass)이고, 체구조물에 해 일정

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물의 ＋에서의 증분변 는  속도에 한 

식에 시간증분 를 선형보간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구조물의 새로운 좌표계 는  증분변 를 이용해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 (explicit) 반복계산을 

통해 불평형력이 최소가 되는 수렴상태를 계산하는데, 이 때

의 상태를 정 평형상태라 한다. 

 ＋    



(9)

한 형상해석, 응력해석, 안정화 이행과정해석, 후좌굴해

석 등 동 이완법이 용된 고도의 비선형해석에서는 식 

(8), 식 (9) 등의 벡터연산만 수행하기 때문에 뉴튼랩슨법과 

같은 묵시  해석법에서 발생하는 선강성행렬계산, 역행렬

의 계산, 행렬의 특이 상 등은 생략된다. 따라서 동 이완법

과 같이 묵시  비선형 해석법은 수치해석  입장에서 매우 

많은 이 이 있지만, 2차의 높은 수렴성을 나타내는 뉴튼랩

슨법에 비해서 많은 반복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선강성행

렬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고유모드 등의 계산은 수행할 

수 없다.

3. 동 감쇠  수치  안정성 확보

동 이완법의 가장 일반 인 해석 차는 식 (6)에 의해 각 

시간스텝에서의 속도를 계산하면서, 구조물에 입력된 성감

쇠에 의해 차 속도가 작아져 정 평형상태로 수렴하는 것

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최종상태는 식 (9)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막구조의 형상해석과 같이 형상의 변화가 크고 구조물

의 강성이 작은 경우 성감쇠에 의한 동 이완법은 수렴성

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안정 인 수렴을 해서 가상의 

질량성분이 강성행렬성분에 일정하게 비례해야 하고, 구조

물의 임계감쇠에 근 한 감쇠계수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해석과정이 수치해석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

가 된다. 

성감쇠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의 방법 외에 

Cundall(1976)은 동 감쇠(kinetic damping)를 제안하

다.

동 감쇠는 성감쇠항을 소거한 상태에서 구조물이 조화 

자유진동을 하도록 하여, 기 구조물상태부터 각 시간증분

단계마다 운동에 지를 추 하는 과정  국부  최 운동에

지상태에서 구조물의 속도를 모두 으로 하여 구조물

의 거동을 기치로 재설정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기에 

설정한 수렴한계인 정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계산

한다.

그림 2는 동 감쇠에 의한 막구조나 이블구조의 일반

인 동 에 지의 수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기의 동 에

지 피크상태-A는 해석과정  기조건, 경계조건, 기응

력 등의 기상태에서의 과도한 불평형력에 의해 발생하는 

고차 진동상태이고, B-구간의 차 진동상태를 지나 C-구간

의 정 평형상태로 수렴한다.

동 감쇠의 장 은 해석을 한 미지의 라미터 수를 

임으로서 해석과정이 더욱 간단해 진다는 것이다. 즉, 성감

쇠 항을 제거함으로써 시간증분Δt와 질량항만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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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값에 따른 수치  안정성(Lee 등, 2011)

이완법에 의한 수치해석과정이 조 되며, 변 를 일으키는 

문제에서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동 감쇠(kinetic damping)만으로 해석을 수행하면, 

에서의 속도는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Han 

등, 2003).





 



 
 

(10)

동 이완법은 시간증분단계에서 수치해석상 수렴의 안정성

(stability)을 해서 Barnes(1988)가 제안한 다음의 시간

증분 의 계식으로부터 임의의 질량 항을 설정할 수 있다. 

≦




(11)

식 (11)은 동 해석에 사용되는 일반 은 명시  해석법

의 수렴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방법과 구별되는 식이다. 본 

연구의 동 이완법이 정  혹은 유사정 해석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구조물의 거동은 구조물의 질량에 독립 이

고, 강성에 존속되기 때문에 식 (11)의 질량행렬은 소거 가

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11)을 이용하여 강성행렬에 비

례하는 질량행렬을 직 으로 계산하 으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결정된 질량항은 동 이완법에서 최 의 수치해석을 수

행하는 가장 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

시 (explicit) 해석법인 동 이완법의 해석  특성에 의해 

아래식에 의해 각행렬의 질량행렬을 계산하 다.

 

 (12)

 식에서 는 각질량행렬이고, 는 선강성행렬의 

각행렬 성분이며, 는 체구조물에 일정한 값을 갖는 수

렴계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값을 조 함으로써 수렴성을 

한 최 의 질량행렬을 계산하 다.

동 이완법에서 최 의 수렴성 확보를 해서는 각질량

행렬 이 식 (12)에 의해 강성행렬에 비례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요소강성행렬의 각항을 조합하여 선강

성행렬의 각성분을 계산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질량벡터

를 계산하 다. 식 (12)에 의해서 질량행렬은 선강성행렬

의 각성분의 비례식으로 표 되며, 식 (10)의 에

서의 속도는 시간증분 와 식 (12)에 의해서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따라서  식 (13)에서와 같이 구조물의 거동은 구조물의 

질량과 독립하게 되고, 질량비례상수 는 수렴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명시 (explicit)해석법인 동 이완법에서는 증분시간 

의 선택에 따라 수렴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충분히 작은 값

을 선택해야 수치해석  안정성(numerical stability)를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해석  안정성은 식 (12)의 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상하 에 한 식 (12)에서 가정한 값

이 무 크면 구조물의 주기(period)가 무 길어져 수렴하

는데 필요한 해석시간이 증가하지만, 수치해석  안정성

(numerical stability)에는 향이 없다. 그러나 가 무 

작아 구조물의 감쇠가 임계감쇠(critical damping)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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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 구조물의 수치해석  안정성을 잃게 되어 발산하게 

된다. 

그림 3은 식 (12)에서 를 고정한 상태에서, 값을 조

함에 따른 막구조의 측지선 등장력 형상해석을 수행한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림에서 의 값

을 감소시킴에 따라 주기는 짧아지고 이에 따라  구조물

의 거동은 차 빨라지게 되어 수렴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값이 10.0 이하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하

여 불평형력의 국부  최 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림 3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서 의 값이 1.0에서는 

국부  불안정성의 증 로 인하여 평형경로를 이탈하게 되어 

발산하고 있다. 이는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킴에 따라 구

조물의 거동속도를 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 빠른 거

동은 평형상태를 찾아가는데 더 빠른 속도로 수렴할 수 있지

만, 그에 따라 평형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2)에서 를 고정한 상태에서 값을 

조 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수치해석  안정성의 확보를 

해서 비교  큰 값의 를 사용하 다. 

충돌해석과 같은 과도 동 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유한차분

법에 의한 명시  해석법에서는 수치해석  안정성확보를 

해서 시간스텝 를 자동으로 조 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동 이완법은 정  비선형 해석법이며, 동

해석법과 달리 불평형력이 이 되는 평형상태를 찾는 반복

해석법이기 때문에 동 해석법과 달리 시간스텝 를 고정

해야한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식 (12)에서 값을 조 하는 

매우 간단한 수치해석  수식으로 시간스텝 를 조 하는 

효과와 이에 따른 수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다. 뉴튼

랩슨법과 같은 묵시  해석법은 수치해석  안정성이 자동으

로 확보되지만, 일반 으로 정  명시  해석법에서는 안정

인 수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식 (12)의 성공 인 용은 정  비선형해석법으로써

의 본 연구의 동 이완법이 일반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요

한 수치해석  특성이 된다. 

본 연구에서 용한 동 감쇠는(Barnes, Wakefield, Lewis, 

Han) 구조물의 운동 상태가 구조물의 최 운동에 지에 도달

하면 그 이후의 속도를 zero로 놓고 해석을 수행한다. 

 시간증분구간에서의 운동에 지는 속도에 해 









 







이며, 재의 운동에 지가  시간증분구간 

보다 작게 되면 최 운동에 지(kinetic energy 

peaks)에 도달하 다고 단한다. 

동 감쇠를 이용한 동 이완법에서는 각 시간증분단계마다 

연속 인  속도벡터의 계산을 통해 최 운동에 지 일 

때의 상태를 새로운 기  상태로 설정하여 모든 속도를 

으로 재설정한 후 불평형력이 에 가까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이 때 모든 구조  거동은  속도

벡터의 계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강성행렬의 계산 

없이 용량의 컴퓨터기억용량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4. 증분해석 알고리즘

동 감쇠에 의해 나타낸 구조물의 속도벡터인 식 (10)을 

속도벡터에 한 변 계식인 식 (8)에 입하면, 아래와 

같이 동 감쇠에 의한 변 로 나타낼 수 있다.

＋  




 




 
  

(14)

 식에서 불평형력을 외부하 과 내력으로 다시 나타내

면, 변 는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5)

식 (15)에서 외부하  는  시간 스텝에서의 하 계

수 에 의한  로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6)

식 (16)의 하 계수 를 진 으로 증가 혹은 감소

시킴으로서 증분하   에 의한 변   ＋를 계산

한다. 동 이완법에 의해 하 증분형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면, 

극한 과 같은 특이 에서 강성행렬의 특이 상 없이, 안정

으로 하 증분형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동

이완법이 증분변 를 계산하는데 강성행렬의 선형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 (16)을 하 계수 에 해 정리하면, 아래식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17)

식을 자유도에 해 미리 설정된 변 증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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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도행거 스트라치시스템의 구조특성

그림 5 종도행거의 긴장설치과정 해석

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8)

식에서 
는 자유도의  

＋항에 한 하 계

수이며, 체 자유도에 한 하 계수는,  
로 

설정하여 변 증분에 의한 하 계수를 계산한다.

5. 동 이완법을 이용한 긴장설치과정해석

스트라치 시스템에서와 같이 구조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

요소가 기에 과도한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를 

찾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경우임을 알 수 있으며, 보-기둥의 

상호 계식에 의한 기존의 설계코드를 용하기도 어려운 실

정이다(Key 등, 1994). 한 스트라치사  련 연구기

에서는, 스트라치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인 구조  거동특

성을 나타내는 그림 1의 긴장설치 혹은 시공과정과 련된 

연구결과  해석법은 제시하지 못하 다(Clark 등, 1994; 

Key 등, 1994). 그 신 긴장응력과정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시하 는데(Key 등, 1994), 이는 그림 1

의 긴장설치과정을 통해 스트라치 임 상 재에 도입되는 

축력  휨응력을 큰 오차없이 수계산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한 계산된 부재력의 크기가 체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값이거나, 부재설계과정에서 

그 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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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값에 따른 수렴성 비교

다. 비록 시공완료 후 유동상 재에 도입되는 기내력이 비

교  작은 수치이지만, 스트라치 임의 긴장설치과정 시

뮬 이션은 구조해석 인 면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유

동상 재는 재료 인 특성인 보-기둥요소의 반강  탄소성 

거동  기하학  변 에 의한 강체변 를 반 할 수 있어

야하며, 유동하 재는 재료 으로 갭의 특성, 기하학 으로 

변 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텐던, 이스, 기타 트러스부재의 기하학  비선형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해석  특징이 있다. 실제로 스트라치

사의 매뉴얼이나 연구논문에도 언 되어 있지만,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긴장설치 혹은 시공과정을 

한 해석코드는 개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이완법의 명시  정  비선형해석법

을 바탕으로, 반강 , 탄소성, 강체변형(회 )의 변  특성

이 반 된 3차원 공간 임요소  갭, 텐던, 트러스요소를 

사용하여 그림 4의 종도행거 스트라치 임의 긴장설치과

정 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텐던  지

의 마찰에 의한 향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상 인 

상태의 거동특성을 악하기 함이며, 추후 마찰에 의한 텐

던의 긴장손실과 련된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그림 4는 종도행거 스트라치시스템의 기 조립상태  

디테일을 설명한 그림이고, 그림 5는 동 이완법에 의한 비선

형 수치해석 과정을 통해 종도행거 스트라치 임이 상승

하는 과정을 수렴과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유동 상 재, 

유동 하연재는 각각 소성힌지가 용된 보-기둥요소와 갭요소

로 모델링하 으며, 유동 하 재 내부에 긴장 텐던이 삽입된 

것으로 가정하 다. 그 외의 웹과 고정부 부재는 트러스요소

로 모델링하 다. 기 조립상태에서는 유동 하 재의 갭은 

열려있다. 유동상 재는 스트라치 임이 상승함에 따라 최

종 으로 기곡률(   1.95×10-5)이 도입되고, 상

재 상, 하부에는 항복변형(    1.575×10
-3
)을 과

하는 극한변형( × 2.44×10-3)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상 재의 이러한 소성거동특성을 모델

링하기 해 참고문헌(Lee 등, 2011)의 탄소성 보-기둥요소

를 사용하 으며, 자세한 유도과정은 생략한다.

그림 6은 가상질량에 한 식 (12)의 비례상수 값에 따

른 긴장설치과정의 수렴성을 비교한 것으로, 의 수치를 조

함으로써 수렴의 속도를 조 할 수 있다. 그림 5의 수렴과

정에 따른 변형형상은 그림 6에서  100에 의한 결과이며, 

안정 인 해석을 해서 비교  큰 값의 값을 사용하 다. 

소성힌지 발생 이후 유동 상 재에는 지속 으로 곡률이 

증가하지만, 더 이상의 휨모멘트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계산

되며, 보-기둥요소에서 소성힌지가 도입된 의 휨강성은 

으로 가정되고, 이에 따라 유동 상 재는 회 에 해서 

강체거동하게 된다. 따라서 스트라치 시스템의 유동상 재는 

긴장설치과정  회 에 한 강성이 상실되는 구조  특성

을 가지며, 강성행렬을 사용하는 뉴튼랩슨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불안정 구조물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명시  

동 이완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으

며, 안정 으로 긴장설치해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치시스템의 긴장설치과정 해석을 수

행하기 해서 동 이완법을 이용한 개선된 명시  해석법을 

제시하 으며, 해석결과의 검토를 통하여 제안된 해석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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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검증하 다.

스트라치 시스템의 유동 상 재는 최종형태를 찾아가는 긴

장설치과정  기곡률에 의한 회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일반 으로 탄성한계를 과하는 과도한 소성변형이 발

생되고, 회 에 한 강체거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긴장설치

과정 도 의 스트라치 시스템은 구조 으로 불안정성을 나타

내게 되며, 강성행렬을 사용하는 일반 인 해석법으로는 해

석이 불가능한 불안정 구조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힌지가 용된 보-기둥요소를 이용하여 

스트라치 임 유동 상 재의 소성  강체거동 특성을 모

델링하 으며, 동 이완법에 의한 개선된 명시  해석법으로 

소성힌지 발생 이후의 강체회 에 의한 불안정 거동특성을 

규명하 다. 긴장설치과정 해석결과 유동상 재에는 기곡

률에 의한 소성힌지가 발생하 지만, 스트라치 설계법에 의

한 허용응력이하의 비교  작은 축력이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명시  해석법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스트라치 시스템의 긴장설치과정 해석에 효율 으로 용가

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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