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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lection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can be highly variable, due to uncertaint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rete. 

However, current standards do not take this problem into account, instead recommending only the minimum thickness and maximum 

allowable deflections based on empirical data. This paper is aimed at evaluation deflection variabilities by applying a probabilistic 

analysis model to a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To evaluate the variabilities of deflections, a Monte Carlo simulation, which 

incorporated the eight parameters related to concrete, reinforcement, member size, and tension stiffening. The results showed that 

lager spans were more sensitive to the deflection due to loads and that as the applied live loads were increases and the slab 

thickness were decreased, the deflection variabilit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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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처짐은 주로 변동성이 높은 변수를 포

함한 콘크리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측하기

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구조설계 시, 보다 간편하게 처짐 제한

의 만족 여부를 단하기 해서 국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

(KCI, 2012)  ACI Building Code(ACI 318-11)에서는 

보를 포함한 일방향 슬래   이방향 슬래 의 처짐 제어를 

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부재의 최소두

께를 제시하는 것이다. 설계하고자 하는 부재의 두께가 최소두

께 기 과 같거나 이보다 클 경우 별도의 처짐 계산은 하지 않

아도 된다. 두 번째는 최  허용 처짐에 한 한계값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는 구조 설계자가 보다 쉽게 처짐을 고려할 수 있

는 방법이지만 선택한 부재의 두께에 한 상 처짐을 알 수 

없다는 과 이를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조건들, 를 들면 

하 의 크기 는 스팬 길이의 한계 등에 한 명시가 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재 처짐 제한을 한 최소 두께  최  허용 

처짐에 한 기 은 더 많은 설계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Scanlon 

et al., 2006; Lee et al., 2007; Gardner, 2011). 

처짐에 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들의 변동성에 한 요성

은 기존 연구(Scanlon et al., 1999)를 통해 확인되었음에

도 부재치수, 재료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고

려하기 보다는 처짐에 향을 주는 변수들을 상수로 사용하

는 결정론  방법이 주로 용되고 있다. 특히, 이방향 슬래

는 보 는 일방향 슬래 에 비해 거동이 복잡하다는 이유

로 이에 한 처짐의 변동성을 연구한 사례는 무하다. 철

근 콘크리트 수평부재의 설계과정에 필요한 설계변수들은 변

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률변수로 정의하는 해석

 근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Kim et al., 2011)를 통해 이방향 슬래  처짐 측의 정

확성이 검증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확률해석을 용하여 이

방향 슬래  , 랫 이트의 처짐의 변동성에 해 평

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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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relationship for reinforcement

 .  

Fig. 1 Stress-strain relationship for concrete in 

compression(Collins et al. 1989)

Fig. 2 Stress-strain relationship for concrete in tension

2.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논문의 유한요소해석은 기존 논문(Kim et al., 2011)에

서 제시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사용하 다.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의 처짐을 측하기 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수립

을 해 8  등매개 감  요소(Hinton et al., 1984)를 

선택하 다. 한 철근 배근으로 인해 두께 방향으로 다른 물

성치를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을 고려하기 해 

층 요소를 용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거동을 나타내기 해

서 Thorenfeldt 등(1987)이 제안하고 Collins 등(1989)이 

수정한 Fig.1의 모델을 용하 다. 

한, 콘크리트의 인장강성 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를 고려할 수 있는 Fig. 2의 모델(Hinton et al., 

1984)을 용하 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의 거동을 탄

성계수를 사용하여 고려하 으며, 이 때의 탄성계수 는 다

음과 같이 표 된다.

 
′  (1)

≤  ≤  (2)

 ′  (3)

   (4)

여기서, 는 tension stiffening parameter이며 ′은 

콘크리트 인장응력, 는 콘크리트 인장측 탄성계수, 는 균

열발생으로 인해 감소된 탄성계수, 은 평균 탄성계수이다.

콘크리트에 보강되는 철근은 요소 체의 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체 재료 강성행렬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합으로 이

루어진다. 각 철근은 각 층(layer)에 모델링되며 철근의 응

력-변형률 계는 Fig. 3과 같이 항복 까지 선형 탄성거동

한 후 그 이후 완  소성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철근의 응

력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5)

모든 해석 모델의 요소 크기는 100mm로 하 으며 두께

방향으로 10개의 층으로 나 어 콘크리트와 철근의 물성 특

성을 입력하 다. 철근은 2번째 층에 치하도록 하 다. 해

석모델의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설정하 으며 해석 모델의 

상부의 모든 노드에 하 이 재하되도록 하 다.

3. 확률론  모델

3.1 확률변수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에 한 처짐의 변동성을 평

가하기 해 2장에 제시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용하여 확

률해석을 수행하 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은 시뮬 이션

을 수행할 때마다 각 변수들의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무작 변수들의 집합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복과정

으로, 확률분포를 가지는 무작 변수와 련된 문제에 하

여 효과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처짐에 한 확률  근

을 해서는 처짐에 향을 미치는 필수 인 인자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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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load-time history(Graham et al., 1985)

Fig. 5 Simplified load-time history(Lee, 2004)

Variables Mean COV
Standards 

deviation
Distribution

Concrete

′
0.1147′
+7.58≤ 

0.0079′
(MPa)

0.176 - Normal



0.688

′
(MPa)

0.218 - Normal


5314′

(MPa)
0.119 Normal

Rein-

forcement


0.99  

(mm
2
)

0.024
Truncated 

normal


200,000 

(MPa)
0.045 Normal

Dimension


4+  

(mm)
0.68/hn Normal

, 



+1.6 

(mm)
Normal

Tension 

stiffening 

parameter

 3 0.11 0.33 Normal

Table 1 Random variables for Monte Carlo simulation

통계  특성 악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 확률변수로 고려된 수치 데이터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Mirza, 1979; Choi et al. 2004)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Table 1에 각 변수에 한 확률

분포와 특성에 해 정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철근, 부재의 치수에 한 변수를 

확률변수로 선정하 다. 이러한 무작  변수들은 독립변수로 

가정하 으나 콘크리트 괴계수와 탄성계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종속 인 계에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무

작 로 추출하고 이 값을 콘크리트의 괴계수와 탄성계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사용하 다. 각 변수에 주어진 변동계수

를 사용하여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무작  표본추출이 이루어진다.

3.2 하 -시간 모델

비구조 요소의 시공으로 인한 즉시처짐을 계산하기 해서

는 시공순서와 하 이력에 해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여러 층으로 시공되는 구조물의 슬래 에서는 Fig. 4와 같이 

시간에 따른 하 의 변화가 발생한다(Graham et al., 

1985). 기 재령 콘크리트의 특성으로 설계강도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  설치되는 요소 는 자 으로 인한 

하 은 하부 층으로 달되어 재하되는 하 이 증가하게 된

다. 시공 종료 후 하 은 다시 지속하 (sustained load) 

수 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속하 은 비구조요소를 설치할 

경우 증가하고 활하 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생애에 걸쳐 간

헐 으로 발생한다. 이를 단순화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에 시공하  가 일시

으로 작용한다. 시공하 은 사용하 과 같은 크기의 하

으로 간주한다. 이 하 은 다시 지속하  수 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후 시간 의 시 에서 일

시 인 하 이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Lee(2004)의 연구

에서와 같이 하 의 체 작용 시간 는 8년으로 정하 다.

4. 시뮬 이션의 실행  결과

4.1 시뮬 이션의 실행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의 처짐에 한 변동성을 평

가하기 해 스팬, 슬래  두께, 활하 의 크기를 변수로 정

하 으며,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다음

의 라메터는 모든 경우에 해 동일한 값을 사용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35MPa

⦁철근의 항복강도 : 420MPa

⦁ 재하  : 0.73kPa

⦁활하  : 3.4kPa, 4.9kPa 경우의 지속하  : 0.97kPa

⦁활하  : 9.7kPa 경우의 지속하  : 2.4kPa

⦁장기처짐계수 :2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 처짐의 변동성 평가

54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6호(2014.12)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2 4.5 8.8 13.1 17.4 21.8 26.1 30.4 34.7 39.0

Re
la

tiv
e F

re
qu

en
cy

Deflection (mm)

Mean=10.67 mm
S.D=4.06 mm
C.O.V=0.38

(a) Instantaneous deflection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3 7.3 14.2 21.1 28.0 34.9 41.8 48.7 55.7 62.6

Re
la

tiv
e F

re
qu

en
cy

Deflection (mm)

Mean=23.91 mm
S.D=6.13 mm
C.O.V=0.26

(b) Long-time deflection

Fig. 7 Histogram of T35F33C

Mark Type


(m)



(m)



(mm)

′ 
(MPa)

/h

T35F38A Flat plate 3 3 80 35 38

T35F33A Flat plate 3 3 90 35 33

T35F38B Flat plate 5 5 130 35 38

T35F33B Flat plate 5 5 150 35 33

T35F38C Flat plate 7 7 185 35 38

T35F33C Flat plate 7 7 210 35 33

Table 2 Details of model for analysis

Mark


(kPa)



(kPa)



(kPa)



(kPa)



(kPa)



(kPa)



(%)



(%)

T35F38A

2.6 0.96 3.4 2.43 3.6 6.0 0.24 0.24

2.6 0.96 4.9 3.93 3.6 7.5 0.25 0.25

2.6 2.4 9.7 7.3 5.0 12.3 0.49 0.49

T35F33A

2.9 0.96 3.4 2.43 3.9 6.3 0.23 0.23

2.9 0.96 4.9 3.93 3.9 7.8 0.23 0.23

2.9 2.4 9.7 7.3 5.3 12.6 0.34 0.34

T35F38B

3.8 0.96 3.4 2.43 4.8 7.2 0.21 0.21

3.8 0.96 4.9 3.93 4.8 8.7 0.22 0.22

3.8 2.4 9.7 7.3 6.2 13.5 0.42 0.42

T35F33B

4.3 0.96 3.4 2.43 5.3 7.7 0.21 0.21

4.3 0.96 4.9 3.93 5.3 9.2 0.21 0.21

4.3 2.4 9.7 7.3 6.7 14.0 0.30 0.30

T35F38C

5.1 0.96 3.4 2.43 6.1 8.5 0.20 0.20

5.1 0.96 4.9 3.93 6.1 10.0 0.20 0.20

5.1 2.4 9.7 7.3 7.5 14.8 0.39 0.39

T35F33C

5.7 0.96 3.4 2.43 6.7 9.1 0.20 0.20

5.7 0.96 4.9 3.93 6.7 10.6 0.20 0.20

5.7 2.4 9.7 7.3 8.1 15.4 0.29 0.29

Table 3 Details of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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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flection and standard derivation depending 

on run number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의 타당한 반복횟수 결정을 해 

T35F38A 모델에 하여 반복횟수를 300, 500, 1000, 

2000회로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각 반복횟수에 따

른 즉시처짐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횟수 1000번부터 비교  일정한 처짐과 변동계수

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에 있어 몬테

카를로 시뮬 이션의 반복횟수는 1,000번으로 결정하 다.

4.2 시뮬 이션 결과 분석

시공하 이 고려된 즉시처짐과 장기처짐에 따른 변동성을 

악하기 해 스팬 7m의 경우를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

었다. 즉시처짐의 경우 처짐의 평균값 근처에 처짐이 집 된 

것과 달리 장기처짐의 경우 평균값보다 더 높은 처짐을 보이

는 빈도가 크게 발생하 다. 이는 하  재하 기에는 균열

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속 인 하 이 재하되고 시간이 지

속됨에 따라 균열이 발생하여 큰 처짐이 발생한 것으로 단

된다. 

스팬에 따라 처짐에 한 확률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하기 하여 스팬 3m의 경우와 스팬 7m의 경우에 해 

시공하   지속하 에 의한 즉시처짐을 비교하여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스팬의 증가와 계없이 분포의 형태

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시공하 을 고려한 즉시처짐은 지속

하 만 고려한 즉시처짐에 비하여 큰 처짐을 나타냈다. 스팬 

3m의 경우 시공하 을 고려한 처짐의 평균값은 1.73mm, 

지속하 을 고려한 처짐의 평균값은 1.07mm로 나타났다. 

스팬 3m 경우에는 시공하 을 고려한 처짐이 고려하지 않은 

처짐에 비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팬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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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2 4.5 8.8 13.1 17.4 21.8 26.1 30.4 34.7 39.0

Re
la

tiv
e F

re
qu

en
cy

Deflection (mm)

Mean=10.67 mm
S.D=4.06 mm
C.O.V=0.38

(a) Construction load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1 2.3 4.5 6.7 8.9 11.1 13.3 15.5 17.7 19.9

Re
la

tiv
e F

re
qu

en
cy

Deflection (mm)

Mean=5.44 mm
S.D=2.07 mm
C.O.V=0.38

(b) Sustained load

Fig. 9 Histogram of T35F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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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istogram of T35F38C

의 경우는 약 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팬이 증가할수

록 활하 으로 인한 처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 에 따른 확률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하기 해 

스팬 7m를 가지는 슬래  T35F38C에 하여 활하 을 

3.4kPa, 4.9kPa, 9.7kPa로 다르게 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결과는 Fig. 10과 같다. 활하 이 3.4kPa인 경우 

평균값 근처에 처짐이 집 된 반면, 활하 이 4.9kPa인 경

우 평균값보다 높은 처짐값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동계수 역시 15%에서 31%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하 이 3.4kPa일 경우와 활하 이 9.7kPa인 경우 처

짐 분포가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활하 이 큰 9.7 

kPa의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는 큰 처짐이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빈도수로 발생하 다. 이는 큰 활하  재하로 인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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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istogram of T35F38C

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처짐값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 활하 의 증가에 따라 처짐의 평균  표 편차, 분

산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슬래 의 즉시처짐

은 활하 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설계기   ACI code에서는 스팬에 따른 랫 

이트의 최소두께 값을 제시하고 있다. 행 설계기 에

서 제안하고 있는 최소두께 값과 이보다 작은 부재 두께를 

선택했을 경우 처짐의 변동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

기 해 ACI code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두께 기 인 

33과 이보다 작은 값인 38의 슬래  두께에 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는 Fig. 11과 같다. 슬래  두께

가 얇은 경우, 슬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비하여 처짐  

표 편차는 다소 크게 발생하 으나 변동계수는 유사한 값을 

보 다. 슬래 의 두께가 얇은 경우 큰 처짐이 발생하므로 

이는 평균 처짐값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 으로 변동계수의 

감소 원인이 된 것으로 단된다. 한 ACI code에서 제한

하고 있는 최 허용 처짐 한계를 기 으로 평가하면,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는 부착한 

지붕  바닥구조의 경우 480로 처짐한계를 제시하고 있

다. 기 에 의한 처짐한계는 14.6mm로, 해석결과를 보면 

ACI code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두께보다 작은 슬래  두

께를 선택하더라도 처짐제한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철근 콘크리트 슬래 의 처짐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거

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 규 은 이를 반 하기 보다는 

용이한 근을 해 결정론 인 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불확실성이 고려된 확률론  해석을 통해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하고자 하 으며 향후 합리 인 처짐 제어를 

한 설계기 의 보정  보완에 있어 그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 다. 

철큰 콘크리트 이방향 슬래  , 랫 이트를 해석

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한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해 

기존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몬테카를로 기법을 용하여 확률해석을 수행하 다. 콘크리

트, 철근, 부재치수를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스팬, 활하 의 

크기에 하여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

출하 다.

(1) 즉시처짐  장기처짐의 확률분포를 비교한 결과, 장

기처짐의 평균값이 즉시처짐보다 약 2.2배 크게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편차 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기처짐에서 평균값을 상회하

는 처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 인 하 이 

재하되면,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여 처짐의 증가를 야

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처짐 산정시, 

장기처짐에 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된다.

(2) 스팬에 따른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스팬 7m

의 경우 스팬 3m인 경우에 비하여 시공하 으로 인

한 처짐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

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시공하 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장스팬을 사용할 경우 시

공하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3) 활하 의 크기에 따른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활하 이 증가할수록 처짐에 한 변동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확률분포 역시 활하 이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 평균치를 상회하는 높은 처짐을 보이는 경

우가 발생하 다. 따라서 처짐 산정시 활하 의 크기

에 한 고려는 필수 이라고 단된다. 

(4) 슬래  두께에 따른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슬

래  두께가 얇을 경우 처짐 역시 증가하 으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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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불확실성을 가지는 콘크리트의 특성으로 인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처짐에는 높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행 설계규 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험 인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부재의 최소 두께 는 최  허용 처짐만을 제

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의 처짐 측이 가능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확률해석 모델을 

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랫 이트 처짐의 변동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콘크리트, 철근, 부재치수, 인장강성에 

련된 8개 요소를 변수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스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하 으로 인한 처

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하되는 활하 의 크기가 클수록, 슬래 의 두께가 작을수록 처짐의 변동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철근콘크리트, 랫 이트, 처짐, 사용성, 변동성

설계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두께보다 작은 슬래

 두께를 선택하더라도 최  허용처짐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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