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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해석에 의한 MRS 슬래브 단부 접합부의 모멘트 분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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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nalytical study on the design approach of PC system with continuous connections at mem-

ber ends. In multi-ribbed moment resisting slab (MRS) system, double tee members are connected continuously over inverted tee

beams with the continuous reinforcements placed within topping concrete. Thus, negative moments are concentrated within the nar-

row connection area. In order to propose a design metho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ompanion study were examined using

detailed nonlinear analysis. Then nonlinear static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partial continuity effect and the moment redis-

tribution mechanism. Material and cross sectional propertie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ompanion study. Plas-

tic hinge properties for nonlinear static analysis were modeled with cracking moment, nominal moment, corresponding member

deformations, etc.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 large amount of negative moment of MRS slab can be reduced by applying

partial continuity and moment redistribution in MRS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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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RS(multi-ribbed moment resisting slab) 공법은 지하

주차장의 바닥 구조에 PC 더블티 구조를 도입하고, 부

재 단부는 연속단으로 연결하는 복합 구조 시스템이다.

따라서 바닥판 구조에 대한 더블티의 장점을 이용하여 시

공성을 높인 반면에, 단부를 연속으로 설계하여 구조 성

능 향상 및 균열 제어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법
1-4)
이

다. 더블티는 장경간이 가능하고 시공 단계에서 동바리

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바닥판을 위한 거

푸집 공사가 필요 없으므로 시공이 매우 간편한 장점이

있다. 또한 구조 시스템에서 보를 한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이다. 이 연구는

MRS 공법에 대한 1차
1,2)

 및 2차
3,4)
의 실험 연구를 근거

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여, MRS 접합부 설계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MRS 공법에서 더블티의 단부를 연속단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부모멘트 철근이 덧침 콘크리트에 배근되어야

한다. 또한 단부에서 큰 부모멘트를 지지하게 하기 위해

서 Fig. 1과 같이 압축측의 단면을 크게 하여야 한다. 결

과적으로 MRS 부재는 부재 길이를 따라 단면-1, 단면-

2, 단면-3과 같이 단면의 형상이 달라지게 된다. 

MRS 접합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에 따라 단부를

설계하는 경우, 강성이 작은 곳에서 큰 휨모멘트 내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단면 형상 및 PC 접합부 특성

에 따른 강성 분포와 함께 모멘트 재분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PC 접합부 특성이나 모멘트 재분배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부재의 비선형 거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MRS 부재에 대한 기존 실험 연구
3,4)
의

분석과 함께 선형 및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MRS 단

부에 대한 적절한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MRS 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의 분석과 비선형 상세 해

석을 통하여 MRS 구조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

험체에 대한 비선형 골조 해석을 수행하여 적절한 모델

링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형 및 비선형

해석을 통하여 MRS 단부의 특성에 따른 모멘트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선형 해석을 위한 해석 도구

는 MIDAS-GEN
5)
과 MIDAS-FEA

6)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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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실험 결과 분석

해석 연구를 위하여 대상으로 선정한 모델은 이 연구

와 병행하여 실행한 실험 연구
3,4)
의 실험체이며, 총 6개

의 실험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체는 실제 구조물에

대한 설계 결과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실물 크기로 제

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실험체들은 RC-PC 수평 접합부

의 표면 상태 및 전단 보강 등을 변수로 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휨 모멘트 성능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유사한 실

험체라 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대칭성을 고려하여 MRS 폭의 1/2 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실험체는 1개의 스탬(stem)만을 갖고

있다. 실험체의 부재 및 단면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부

재의 단면이 달라지는 곳에 각각 단면-1, 단면-2, 단면-3

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 단면-3의 경우는 댑단부를

만들어 역티보 위에 얹혀야 하므로, 스탬의 하단이 절단

된 형상이다. 또한 단면-3은 부모멘트를 받는 부분이므

로, 단부에 가까워질수록 압축측 단면적이 커지는 형상

이다. 실험체 설계에 사용된 변수 및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 변수는 RC-PC 수평 접합부의 표면 상태

와 PC 댑단부 설계
7,8)
에서적용한 하중이다. MRS-BL은

PC 제작 단계에서 PC 수평 접합부를 거칠게 하지 않은

실험체이며, MRS-BS는 접합면에 전단키를 사용한 실험

체이다. 그 밖에 A형과 B형은 PC 단부의 형상
3,4)
을 다르

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실험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실험체

의 내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총 6개의 실험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모든 실험체는 휨에 의해 지배되는 거동을 보

여주었으며, 공칭 휨강도를 상회하면서 최대 내력까지 완

만하게 내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1의 계

산 결과 참조
3,4)

). 표에서 공칭 강도 대비 실험 강도의 비

Fig. 1 Specimen details

Table 1 Design variables and strength comparison

Specimen

Design variables Test/prediction

RC-PC interface

condition

Design shear

force of PC
Flexure Shear

MRS-A1 Rough 1.4D+1.7L 1.31 0.68

MRS-A2 Rough 1.4D 1.15 0.59

MRS-B1 Rough 1.4D+1.7L 1.23 0.63

MRS-B2 Rough 1.4D 1.15 0.59

MRS-BL Smooth 1.4D 1.14 0.59

MRS-BS Shear key 1.4D 1.21 0.62



비선형 해석에 의한 MRS 슬래브 단부 접합부의 모멘트 분포 연구│179

율(test/prediction)은 휨 및 전단에 대한 각각의 공칭강도

로 실험 강도를 나눈 값이다. 전단에 대해서 이 비율 값

들이 1.0보다 작은 이유는 전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도

로 설계되었으므로 전단 파괴 이전에 휨 파괴가 발생하

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험 결과 인장 철근은 항복 변

형률 보다 큰 변형률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연성적인 휨

거동을 보여준 MRS-A1, MRS-B1 및 MRS-BS 실험체의

인장철근은 0.03 이상의 큰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MRS-A2, MRS-B2 및 MRS-BL 실험체는 MRS-A1,

MRS-B1, 그리고 MRS-BS 실험체에 비하여 연성도가 조

금 낮게 나타났다. 

실험체가 최종 파괴 되는 순간의 파괴 모드를 비교한

결과, 실험체의 최종 파괴 모드는 강도가 저하되는 시점

에 발생하는 대각선 균열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체는 강도 감소가 발생하기 전까지

Fig. 3과 같이 잘 분산된 휨 균열을 보였지만, 최종 단계

에서 Fig. 4(b)와 같은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단계의 사인장 균

열은 실험체의 최대 강도를 저감시키는 않았다. 실험 결

과와 Fig. 1에 나타난 배근 상세를 보았을 때, 단부 부위

에 전단 보강 철근을 좀 더 배근하였다면 연성도를 높

힐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파괴는

향후 설계에서 예방이 가능하므로 해석에서는 Fig. 4(b)

와 같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되었음을 가

정하고, 해석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서 전단력에 대한 소

성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3. 실험체에 대한 비선형 상세 해석

MRS 구조에 대한 비선형 상세 해석의 목적은 비선형

골조 해석의 전 단계로서 상세 해석을 통하여 실험 결

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비선형 골조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간략한 요소를 사용하는 비선형 골조 해석의 정확성을

실험 결과와 함께 검토한 후, 비선형 골조 해석에 의해

서 변수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MRS 실험체에 대한 비선형 상세 해석은 MIDAS-FEA

를 사용하였으며, 8절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콘크리트는 TSC(total strain crack model)
9)
의 고

정균열각(fixed crack)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콘크리트의

균열 후 연화 거동(softening)은 무시하였다. 또한 전단에

대한 전단 지연 계수(shear retention)
9)
는 0.5를 선택하였

으며, 철근의 변형 경화는 항복 응력의 5%(Ep = 500 MPa)

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MIDAS-FEA에 의한

모델링 형상은 Fig. 5와 같으며, PC와 덧침 콘크리트는

실제와 같이 각각 특성에 따른 콘크리트
3,4)
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실험체는 MRS 단부가 실험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단

순보를 제작하고, 부모멘트가 단부에 작용하도록 하기 위

하여 실험체를 뒤집어서 설치한 후, 집중 하중을 실험체

중앙부에 가하였다. 해석 모델은 실험체의 대칭성 및 시

공 단계를 고려하여 Fig. 6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링하였

다. Fig. 6에서 해석모델의 단부에 스프링이 표시되어 있

지만, 이는 비선형 상세 해석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비

선형 골조 해석에서만 사용하였다. 

MRS 조립 단계의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

여 이를 시공 단계로 재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PC 부

재가 조립 단계에서는 단순 지지 상태 놓여지고, 여기에

굳지 않은 덧침 콘크리트가 자중으로 작용하는 단계이다

Fig. 2 Test results

Fig. 3 Crack pattern

Fig. 4 Cracks of MRS-B1 and MRS-B2

Fig. 5 Analytical model with MIDAS-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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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 두 번째 단계는 덧침 콘크리트가 경화되면서

단부는 연속단을 구성하며, 사용 하중이 모두 작용하는

단계이다(Fig. 6(b)). 끝으로 세 번째 단계는 해석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

계의 차이는 변위 제어 방식에서 변위 증분을 다르게 사

용한 점이다. 해석에서 이러한 시공 단계를 반영하기 위

하여 각 단계별로 적절한 경계 조건 및 하중 조건을 부

여하였다.

MRS-A1, MRS-B1 및 MRS-BS 실험체에 대한 비교

결과는 Fig. 7과 같다. 그 결과 비선형 해석은 실험체의

거동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로부터 실험체의 항복 전 강성이 이론값에 비

하여 약간 낮게 나타났고, 실험체의 강도는 이론 해석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 실

험체에 대한 해석 결과에서도 실험체는 상당한 연성 거

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체의 항복 전 강

성이 약간 낮은 이유는 PC 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

적 연속성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의 규명보다는 현상을

해석적인 방법에 반영하여 전체적인 모멘트 분포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4장의 비선형 골조 해석에서는

단부 회전 스프링을 모델에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4. 실험체에 대한 비선형 골조 해석

MRS 구조에 대한 비선형 골조 해석을 위하여 MIDAS-

GEN에서 비선형 모멘트-곡률 관계를 사용하는 보 요소

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부재의 강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

하여 3개의 직선(tri-linear)으로 표현되는 곡선을 사용하

였다. 따라서 이는 세 개의 강성 직선(1차 강성, 2차 강

성, 3차 강성) 및 두 개의 꺽이는 점(균열 모멘트, 공칭

모멘트)으로 표현된다. 균열 전 강성은 전단면, 균열 후

강성은 균열 단면을 사용하였으며, 공칭강도 후 철근의

변형 경화에 의한 모멘트 내력 증가는 무시하였다. 또한

각 요소 당 적분점의 수는 3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비선형 골조 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는 기존 실험체에 대한 해석, 실험체와 동

일한 단면을 가진 연속보에 대한 선형 해석, 철근비를

변수로 선정된 연속보에 대한 비선형 해석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속보에 대한 비선형 해석은 연속단의 철근

량을 실험체와 동일한 경우(1.0As), 철근량이 0.8배인 경

우(0.8As), 그리고 철근량이 0.5배인 경우(0.5As)로 구분하

였다. 각 경우에 사용된 힌지의 특성은 Table 2 및 Fig.

8과 같으며, 0.8As의 경우는 지면 관계로 표와 그림에는

나타내지 않았다.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링 데이터는 단부 회전 스프링과

단면-3의 2차강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험체의 형상에

따라 계산된 값들을 사용하였다. 실험체를 대상으로 한

해석에서 모델링에 사용한 요소의 수는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면-1의 구간에서는 6개, 단면-2의 구간에서

는 4개, 단면-3의 구간에서는 1개로 하였다(Fig. 9).

MRS 구조에서 단면-3은 부모멘트를 받는 곳이며, 상

부의 덧침 콘크리트 아래 부분은 PC 단면이 끝나는 구

역이다. 이 부분에서의 초기 강성 저감의 영향은 계산을

통하여 그 값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서는 회전 스프링의 강성 및 단면-3의 2차 강성 값을 변

수로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적절한 값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회전스프

링의 강성은 120,000 kN·m/rad이며, 이 값은 선형 강성의

약 77%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면-3의 균열 후 단면2차

Fig. 6 Test and analysis model

Fig. 7 Comparison with tests and analyses (MIDAS-FEA)

Table 2 Hinge properties

Section
1.0As 0.5As

Icr / Ig Mcr Mn Icr / Ig Mcr Mn

1
Positive moment 0.140 75.5 414 0.140 75.5 414

Negative moment 0.076 144.2 414 0.076 152.4 414

2
Positive moment 0.143 74.8 249 0.143 76.5 249

Negative moment 0.405 136.8 607 0.270 152.4 370

3
Positive moment 0.0 0.0 0.0 0.0 0.0 0.0

Negative moment 0.150 76.9 374 0.150 81.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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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는 0.15Ig를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석적 연구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s. 7과 10의 해석에서 예상

강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MIDAS-FEA에서는 철근

의 변형 경화를 고려한 반면에, MIDAS-GEN에서는 변

형 경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석은 선형 해석,

단부 스프링이 없는 구조에 대한 비선형 해석, 그리고

단부스프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비선형 해석으로 분류되

며,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부스프링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체의

2차 강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비선

형 상세 해석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 MRS 구조의 모멘트 분포

5.1 주요 영향 요소

MRS 구조는 조립 과정에서 동바리 없이 단순지지 상

태로 모든 시공 하중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용 상태, 즉 단부가 연속이 되

는 상태에서 MRS 중앙부의 모멘트 저항 성능은 계수 하

중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만을

볼 때는 중앙부가 단부에 비하여 과대설계 될 수도 있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이 선 요소를 사용하는 골조 해석에서는 MRS의 단부를

완전 연속단으로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MRS 단부를

완전 연속단으로 가정하여 단부 모멘트를 산정하는 경우

에는 단부 모멘트가 과대평가 될 수 있다. 또한 Fig. 10

은 MRS 단부가 충분한 강도와 함께 항복 이후에도 상

당한 정도의 연성 거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이는 MRS 단부에 대한 모멘트 재분배 적용의 가능

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MRS 단부에서의 초기

강성 저감의 영향과 모멘트 재분배 성능을 각각 분석하

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향 효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영

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5.2 초기강성 저감의 영향

MRS 구조에서 단부의 단면형상 등으로 인한 초기강

성 저감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8 m 경간의 연속보

를 대상으로 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종류의

구조체를 대상으로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

단면이 균일한 경우(case-1), MRS 단부에 회전스프링이

없는 경우(case-2), MRS 단부에 회전스프링이 있는 경우

(case-3) 등을 포함한다. 

연속보 해석에 사용한 모멘트-곡률 관계는 단면-1은 정

모멘트, 단면-2와 단면-3은 부모멘트에 해당하는 값들을

사용하였다. 해석은 연속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

칭성을 이용하여 경간의 1/2을 대상으로 Fig. 11과 같은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선형 해석의 결과는 Fig. 12에 경

간에 따른 모멘트 분포로 나타내었다. 모든 구조체는 단

면 형상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므로, 모멘트의

크기는 무차원화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case-1과 case-

2는 단면의 형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멘트 분포 차이

가 거의 없었다. 단면-1과 단면-2는 단면 2차 모멘트의

Fig. 8 Hinge properties

Fig. 9 Modeling method with MIDAS-GEN

Fig. 10 Effects of partial continuity



182│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2011)

값이 거의 비슷하며 단면-3의 경우, 단면-1이나 단면-2의

40~45%에 해당하지만, 단면-3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

에 그 영향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case-

3의 경우에는 단부에 회전스프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case-1과 case-2에 비하여 단부 모멘트의 크기가 36%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처짐

은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선형 해석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MRS

구조 단부에서 초기강성 저감의 반영 여부는 단부모멘트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경우 사용하중 상태에서의 사용성에 대한 검토는

전제되어야 한다. 

5.3 모멘트 재분배 성능

모멘트 재분배 성능은 비선형 거동에 대한 평가를 통

하여 얻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변수를 선정하여 비선

형 골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해석을 위한 변수는

MRS-A1 실험체와 동일한 양의 철근을 가진 경우와 철

근양이 실험체의 0.8 및 0.5배인 경우를 선정하여, 각각

1.0As, 0.8As, 그리고 0.5As 등의 이름으로 구분하였다. 

부모멘트 재분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멘트

에 대한 단면 혹은 부재의 연성 능력이며, 실험 결과를

근거로 1.0As의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부재 항복 후 항복

변형의 5배 이상의 연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항복 후 변형이 5배까지 증가하여도 강도 감소

나 심각한 형상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좀 더 낮은 값인 3.0의 연성도를 대상으로

모멘트 재분배 성능을 검토하였다. 

비선형 해석에서는 부재의 단부가 부모멘트에 항복하

는 시점에서 그 때의 단부 회전각과 모멘트를 기준점으

로 사용하였다. 이 점 이후 증가하는 회전각은 단부가

부모멘트에 항복한 후, 더 이상의 내력 증가 없이 변형

만 진행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단부 소성힌지 모델도

이 점 이후의 모멘트-곡률 관계의 강성을 영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였다. 단부 모멘트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

서 변형이 증가하게 되면 중앙부 모멘트만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하는 모멘트가 모멘트 재분배의 효과가 된다. 

Fig. 13은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상당히 큰 변형

까지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발생 가능한 현상을 보이

고자 한 것이다. 두 구조체 모두 단부의 균열 모멘트 점

에서 강성 저감이 1차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단부의

공칭강도 점에서 2차로 강성 저감이 발생한다. 그리고

단부 모멘트는 일정한 상태에서 중앙부 측의 모멘트가

증가한다. 중앙부에서 내력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부재 중

앙부에서도 정모멘트에 의한 공칭강도에 도달한 다음 더

이상의 강도 증가를 보이지 않은 거동을 보여준다. 그러

나 실제는 중앙부가 정모멘트에 항복할 때까지는 상당량

의 단부 변형을 허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재

가 파괴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4는 부재 단부가 공칭강도에 도달한 후 부재각의

Fig. 11 Analysis model for continuous beams

Fig. 12 Influence of sectional shape

Fig. 13 Load-midspan deflection relation

Fig. 14 Midspan moment increase



비선형 해석에 의한 MRS 슬래브 단부 접합부의 모멘트 분포 연구│183

변화와 중앙부 모멘트 변화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는 거동 경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1.0As와

0.5As에 대해서만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X와 Y축은 단부

가 공칭강도에 도달한 후 증가하는 단부 회전각 및 중

앙부 모멘트의 증분을 단부 공칭강도일 때의 단부 회전

각과 중앙부 모멘트 값으로 각각 나눈 값을 나타낸다.

Fig. 14는 중앙부 모멘트 증가율이 단부에서의 부재각 증

가율에 비례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단부 항복 이후 부재

각 증가 비율이 3.0 근처일 때 중앙부 모멘트 증가 비율

은 대략 12% 내외인 것으로 그림에서 읽을 수 있다. Fig.

15는 기준점(단부 공칭강도 점) 및 부재각이 3배 증가하

는 상태에서의 모멘트 분포를 비율로 보여준다. 그림에

서 1.0과 3.0은 항복 후 변위 연성도를 숫자로 각각 나

타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교 연구를 통하여 모멘트

재분배를 이용하여 MRS를 설계하는 경우, 부재 단부에

서 단면 크기 감소로 인한 모멘트 내력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4 MRS 단부 모멘트의 평가

이 연구에서는 비선형 해석을 통하여 MRS 단부의 모

멘트 분포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영향

요소로 초기강성 저감의 영향과 연성거동에 따른 모멘트

재분배 영향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MRS 단부의 초기강성 저감의 반영은 5.2절에서 언급

한 것처럼 단부 완전 연속의 가정에 의한 모멘트에 비

하여 약 36% 정도의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경우 초기강성 저감으로 인하여 처짐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용하중에 대한 사용성 검토 설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Table 3은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단부 및 중앙부 모멘

트와 함께 재분배가 가능한 부모멘트의 비율 및 인장 철

근의 변형률 값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에서 선형 해

석의 모멘트 값은 단부 초기강성 저감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등 현행 기준에서는

부모멘트의 재분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장철근의 변

형률이 0.0075 이상이어야 하며, 재분배 모멘트의 크기

도 1,000εt와 20% 이하로 규정
7,8)
하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철근량이 0.8As의 경

우보다 작아야 하며, 이 경우 재분배될 수 있는 모멘트

의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RS 단부의 초기강성 저감에 따른 영향과 함

께 가능성이 있는 모멘트 재분배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단부에서 상당한 크기의 모멘트가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RS 단부에 철근이 밀집되어 시공성이

저하되는 경우와 함께 향후 보다 장경간으로 MRS 구조

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좋은 대응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MRS 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선형

상세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비선

형 골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골조 해석은 실험체

에 대한 해석, 연속보에 대한 선형 해석, 그리고 세 가

지 변수의 연속보에 대한 비선형 해석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MRS 구조 단부의 모멘트 분

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RS 단부는 여러 형태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단면 형상의 크기가 줄어드는 구간(단면 3)이 크

지 않기 때문에, 단면 형상에 따른 모멘트 분포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2) MRS 구조의 단부는 초기강성 저감으로 인하여 이

를 고려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

당한 차이의 모멘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3) 해석 연구를 통한 MRS 구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

를 분석한 결과, 항복 후 높은 연성거동으로 인하여

부모멘트 재분배의 적용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MRS 구조의 단부는 단부 회전 스프링의 사용과 함께

부모멘트 재분배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멘트의 크기를 상당한 크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5) 이 연구에서 제시한 MRS 구조의 단부 효과의 반영

은 사용성 검토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적

절한 설계법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험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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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ncrements of total static moment

Table 3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Item
Linear analysis Nonlinear analysis Negative M

redistribution
εt

−M +M −M +M

1.0As 429 187 374 270 12.9% 0.0055

0.8As 359 150 300 239 16.5% 0.0075

0.5As 278 115 230 188 17.5% 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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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PC 구조의 단부를 연속으로 연결한 MRS(multi-ribbed moment resisting slab) 구조에 대한 해

석 및 설계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MRS 구조에서는 더블티 부재가 역티보 위에서 부모멘트 철근에 의해서 연속으로

설계되므로, 부모멘트 철근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형 및 비선형 해석을 통하여 모

멘트 분포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적절한 설계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비

선형상세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부구속효과 및 모멘트 재분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비선형 골조 해석

을 선택하여 변수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한 재질 및 단면의 특성은 함께 진행된 실험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

어졌으며, 비선형 골조 해석을 위한 소성힌지는 균열 모멘트, 공칭 모멘트, 부재 연성도 등의 값으로 모델링되었다. 선

형 및 비선형 해석의 결과로부터 단부 회전 스프링과 부모멘트재분재를 통하여 MRS 구조의 단부 모멘트는 상당한 크

기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연속구조, 더블티, 비선형 해석, 소성힌지, 단부 회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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