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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erform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of buildings, it is necessary clear goal for usage and stability after an 

earthquake. To clear this goal, it requires a review of the constituent material of the building and, in particular, a member used as an 

indicator of the residual strain is useful. There are more usage of prestressed concrete because of prestressing steel witch has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oriented. In this study, the goal is estimating of residual strain on the prestressed concrete beam member. 

The expression for angle of deformed prestressed concrete beam member was obtained from using of curvature on the critical section 

and the equivalent plastic hinge length based on ‘equivalent plastic hinge length method’. Considering the balance of strength and 

deformation conditions, suitable analysis values   were derived from ‘split Element Method’. Through various parametric studies,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residual strain were dec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many researches will be  

proce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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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서 있어서 지진에 대한 

건물의 성능을 명시하는 성능 기반 내진설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능 기반 내진설계는 미리 설정한 내진 성능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진 후

의 건물의 사용성이나 복원성이 설계상의 명확한 목표로

써 인식되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 이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 레벨에 있어서

의 검토가 불가피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단순하고 취급하기 쉬운 지표가 필요하고, 지진 후에 건

물이나 부재에 잔류하는 변형량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RC) 건물보다 원점 지향성이 강한 거동, 즉 잔류 변형량

이 작은 이력을 나타내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2-4) 이 특

성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써, 다른 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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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비해 고성능인 건물 내진 설계의 구축이 가능이라

고 생각되지만, PC부재의 이력 형상은 부재에 배치되는 

PC강재량, 보통 철근량, PC강재 배치 위치, 강재-콘크리

트간의 부착 강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 

이에 이 논문은, PSC 보부재를 대상으로 분할 요소 해석

법에 의해 휨해석을 실시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

하여 PSC 보부재의 잔류 변형 산정 방법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2. 잔류 변형 산정 방법

2.1 기본 방침

콘크리트 부재의 하중-변형(부재 변형각) 관계를 해석

적으로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단면 해석에 등가 

소성 경첩 길이의 가정을 조합하는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법’이 있다.5) 이 방법은, 단면 레벨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 

조건을 기본으로, 단면에 발생하는 하중과 단면 곡률의 

관계를 요구해 더욱 그 곡률이, 가정하는 소성 영역의 범

위(등가 소성 힌지 길이)에 동일하게 분포한다고 보고 부

재 변형각(=단면 곡률×등가 소성 힌지 길이)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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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 원리가 이론적으로 명쾌하고, 곡

률의 크기에 미치는 각종 요인의 영향의 정성적인 경향 

및 정량적인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실제의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성질과 

상태는 인장 측에 발생하는 균열에 크게 지배되지만, 이 

방법에서는 부재의 변형을 연속체로서 파악해 한편 등가 

소성 힌지의 가정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산정의 정

밀도는 반드시 높지 않다.6)

또한 PSC 보부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PC강재와 콘

크리트의 부착의 영향 즉, 부착-미끄러짐 관계 등에 의해 

직접 평가해 고려할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진다. 이것에 대

해, 부재 전체를 요소 분할해, 재축방향의 힘의 균형, 및 

변형의 적합 조건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석을 실시

하는 ‘분할 요소 해석법’이 있다.7) 이 방법은 부재 전체

를 평가해, PC강재-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양자 사이의 부

착-미끄러짐 관계에 근거해 해석 가능하다. 그 한편, 해

석 수법이 복잡하고 부재에 관한 각종 요인이 작용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8,9)

이와 같이, 두 해석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양자의 이점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잔류 변형 산정을 하는 것으로 했다. 우

선, PSC 보부재의 잔류 변형률을 등가 소성 힌지법에 근

거해 잔류 변형률 식을 전개하고, 보 단부의 단면곡률과 

등가 소성 힌지 길이를 변수로 하는 잔류 변형률 산정 기

본식을 유도한다. 다음에, 분할 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각종 요인을 파라미터로 한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부터 각종 요인이 잔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파악해, 잔류 변형률 산정 기본식 중의 각종 수치를 

결정한다.

2.2 고려하는 요인

이 산정식에 있어서 잔류 변형률에 대한 부재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서 다음의 1)～6)을 고려하였다.

1) 프리스트레싱 계수()

2) PC강재 계수()

3) PC강재 배치 위치()

4) PC강재 종류(PC강재-콘크리트간의 부착 강도)

5) 초기 프리스트레스력()

6) 부재의 경험 최대 부재각()

이하에 상기 파라미터의 설명을 적는다.

1) 프리스트레싱 계수()는 ‘종국시 휨내력에 대한 PC

강재의 기여율’을 나타내며, 식 (1)에 의해 계산된

다. 의 범위는 0～1.0 이며, 1.0 의 경우 순수 PC부

재, 0의 경우 RC부재를 나타낸다.

 



(1)

: 휨내력에 대한 PC강재의 부담률

: 휨내력에 대한 보통 철근의 부담률

2) 강재 계수()는 ‘콘크리트 단면 중심축의 압축강도

에 대한, 종국시 모든 강재 응력의 비율’을 나타내

며,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복근비가 1.0인 경우는, 

압축측 보통 철근량과 인장측 보통 철근량이 같으

므로( ), 모든 강재의 응력은 PC강재의 응력

이 된다.

 
∙ ∙


(2)

: 인장측 PC강재 항복시 인장력

: 압축측 PC강재 장기 유효 압축력

: 인장측 보통 철근 항복시 인장력

: 압축측 보통 철근 항복시 압축력

: 단면의 폭, : 단면 깊이, : 콘크리트 압축강도

3) PC강재 배치 위치()는 압축연단으로부터 PC강재 

배치 위치까지의 거리()를 단면 깊이()으로 나누

어서 무차원화 한 값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단면

은, 2개의 PC강재를 단면 깊이 방향으로 중심에 대

해 대칭에 배치했고, 인장 측에 위치하는 PC강재의 

값을 가지고 을 정의한다.

4) PC강재 종류는 이형 PC강봉, PC 강연선, 원형 PC 

강봉의 3종류이고, 해석상은 콘크리트-강재간의 부

착강도의 차이로서 고려한다. 구체적으로는, 4.1절

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5) 초기 프리스트레스력은 인장측 PC강재 항복시 인

장력에 대한 초기 프리스트레스력의 비율(, 

: 유효 프리스트레스력)로 나타낸다.

3. 잔류 변형률 산정 기본식의 유도

3.1 기호 및 해석 조건

직사각형 단면(×, : 단면의 폭, : 단면 깊이)을 

대상으로 잔류 변형률 산정을 위한 기본식을 유도한다.

Fig. 1에서 부재의 경험 변형량의 최대 시점(이후 ‘피

크시’라 칭함) 부재각을 , 피크시부터 제하상태가 되어 

부재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0이 되는 시점(이후 ‘잔류 변

형시’라 칭함)의 부재각을 이라고 정의하면, 잔류 변형

률()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부재 변형각을 

단면 곡률과 등가 소성 힌지 길이의 곱으로 나타내면, 

및 은 식 (3)과 같다. 식 (3)에서는 등가 소성 힌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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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s of  and 

Fig. 2 Symbols and definitions on the curvature

Fig. 3 PSC Beam member and the cross section

Table 1 Common parameters and specifications

Parameters Symbol Levels

Prestressing factor  0.1～1.0 (0.1 interval)

PC bar factor  0.1, 0.2, 0.3

PC bar location  0.5, 0.6, 0.7, 0.8, 0.9

Bond strength  1, 3, 10 (MPa)

Initial prestress force  40, 50, 65 (%)

Maximum rotation 

angle of member
 1/100, 1/50, 1/30

Common specification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41.6 MPa, 

Stirrup reinforcement: D6@50 mm

PC bar yield stress: 1150 MPa

Reinforced bar yield stress: 378 MPa

Stirrup yield stress: 378 MPa

이를 피크시와 잔류 변형시의 서로 다른 값으로 해서 정

의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재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증가

하는 상황과 제하에 의해 변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강재에 작용하는 힘이 완전히 역으로 되어, 힌지부의 거

동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멘트가 증가하는 경

우의 값을 (피크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감소하는 경

우의 값을 (잔류 변형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로 한다.

 ∙   ∙ (3)

: 피크시 부재각, : 잔류 변형시 부재각

: 피크시 곡률, : 잔류 변형시 곡률

3.2 기본식의 유도

Fig. 2에서 잔류 변형시 곡률()은 피크시 곡률()로

부터 제하에 의해 생기는 곡률 감소량()을 뺀 것으

로서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 피크시와 잔류 변형시의 곡률 감소량

따라서, 잔류 변형률()은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5)

식 (5)를 잔류 변형률 산정 기본식으로 하고, 이 식에 

사용되는 여러 수치(, , )에 적절한 값을 대입

함으로써 임의의 에 대한 잔류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

다. 다음 절에서는 해석을 통하여 여러 수치를 구한다.

4. 잔류 변형률 산정 기본식의 여러 수치 결정

이 절에서 분할 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Fig. 3에 나타

낸 PSC 보부재에 대해 하중-변형 해석을 실시하여 식 (5)

의 여러 수치를 결정한다. 또한 해석을 실시할 때 각 파

라미터 및 그 범위를 Table 1에 나타내고, 그 중  = 0.5,

 = 65%, = 0.2,  = 1/50을 기준조건으로 파라미

터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4.1 해석 개요

4.1.1 해석 가정과 조건

이 논문에서 이용하는 ‘분할 요소 해석법’은,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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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rete

(b) Deformed bar

(c) Prestressing steel bar

(d) 

Fig. 4 Material hysteresis models

서처럼 부재를 축방향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요소(이후, 

‘블록’이라고 칭함)를 단면 깊이 방향으로 다시 분할한

다. 분할된 각 요소의 재료 특성으로부터 부재 강성 매트

릭스를 유도한다. 그리고, 부재 단부에 작용하는 힘에 대

해 각 분할 요소간의 힘의 균형 및 변형의 적합 조건이 

만족되도록 해석을 실시한다.7) 축방향의 분할폭은 0.5, 

단면 깊이 방향의 분할수는 100으로 하였다. 각 블록내의 

콘크리트 및 철근에 대해서는 평면 유지의 법칙을 가정

하고, PC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Morita 모델의 부착-

미끄러짐 관계를 고려하였다10)(Fig. 4(d) 참조).

4.1.2 해석 대상 부재 및 재료 특성

해석 대상으로 한 부재는 Fig. 3에 나타냈듯이 ×

=200×500(mm), 전단 경간 = 2500(mm)의 PC 캔틸레버보

이다(파라미터는 Table 1 참조). PC강재는 단면 깊이 방

향으로 중심축에서 대칭으로 아래쪽과 위쪽에 2개 배치

하였다. PC강재 종류(이형 PC강봉, PC 강연선, 원형 PC 

강봉)의 차이에 의한 PC강재-콘크리트간의 부착 강도의 

차이가 잔류 변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문

헌 8), 10)를 참고로 각각의 PC 강재 종류의 부착 항복 

응력도()를 10, 3, 1(MPa)로 설정하였다.

4.1.3 재료 이력 모델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이력은 Watanabe 모델7)을 사

용하였다. 보통 철근은 Ramberg-Osgood 식에 근거해 바

우싱거 효과를 고려한 이력 모델3)을 사용하였고, PC강재

는 Menegotto-Pinto 식에 근거하는 이력모델4)을 이용하였

다. 분할 요소 해석법에 있어서의 각 재료 이력 모델의 

개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4.2 잔류 변형률 산정 기본식의 여러 수치 검토

4.2.1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등가 소성 힌지 길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그 산정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산출 방법

이 없다. 따라서, ｢부재각을 위험 단면으로부터 0.2～0.5

정도의 측정 구간에서의 평균 곡률로 나누어 등가 소

성 힌지 길이를 산출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5), 

11)을 참고하여, 이 논문에서는 ｢부재각｣을 분할 요소 해

석법으로부터 산출한 ｢위험 단면 위치에서의 블록(블럭

폭 = 0.5)의 곡률｣로 나눈 값으로 구하였다. 이와 같이 

구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는 당연히 해석 파라

미터에 의해 변한다. 그래서, (a) 프리스트레싱 계수(), 

PC강재 종류, PC강재 배치 위치() 및 피크시 부재각

()이 바뀌는 경우, (b) PC강재 계수()가 바뀌는 경우, 

(c) 초기 프리스트레스력()가 바뀌는 경우, 이 3가

지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하고, 피크시 및 잔류 변형시의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를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

를 Fig. 5와 6에 나타낸다.

1) 피크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① Fig. 5(a)는 , PC강재 종류,  및 가 변화할 때

의 를 조사한 그림이다. Fig. 5(a)로부터 피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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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 Prestressing steel,  and 

(b) Case of  (c) Case of 

Fig. 5 The value of 


 according to parameters Fig. 6 Transition of 


 in accordance with 


등가 소성 힌지 길이()는 부착 강도가 큰 강재 

종류일수록 큰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Fig. 5(a)의 

(A)참조), 와 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있다

(Fig. 5(a)의 (B-1)과 (B-2)참조). 한편, 에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가 커질수록 는 감소한다(Fig. 

5(a)의 (C)참조).

② Fig. 5(b)는 이 변화할 때의 를 조사한 그림이

다. =1/50 이후에서는 어느 PC강재 종류에 대해

도, 피크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는 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

③ Fig. 5(c)는 가 변화할 때의 를 조사한 그

림이다. Fig. 5(c)로부터, 원형 PC강봉 이외의 PC강

재 종류(PC 강연선, 이형 PC강봉)에서는 가 

커지면 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부착 강도가 

큰 이형 PC강봉이 약간 큰 편이다.

이상의 ①～③으로부터, 는 피크시 부재각(), PC

강재 종류, 초기 프리스트레스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변수들을 함수화하면 된다. 함수화의 구체적

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6에 각 PC강재 종류별

= 0.4, 0.5, 0.65의 경우에 대하여, 가1/30까지 한

쪽 방향에 증가하는 경우의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6에 의하면, 가 증가하면 는 서서히 감소하면서 

일정한 값으로 점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를

의 증가에 대해서 일정한 값으로 점근 하는 함수(에 

반비례 하는 형상, 즉, →∞일때 →0.42)로 하고, 

해석값에 대해서 최소제곱법을 이용해 계수를 결정하고 

식 (6)과 같이 산정하였다. Fig. 6에 식 (6)으로 계산한 값

을 선으로 표현해보면 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

  


∙

× 











∙ 이형강봉

∙  강연선

 원형강봉

(6)

2) 잔류 변형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

Fig. 7에 해석을 통한 잔류 변형시 등가 소성 힌지 길

이(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에 의하면, 은 ,  

PC강재 종류, , , , 의 변화와 관계없이 많은 

경우가 대략 0.5정도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가 1/100이고 가 비교적 큰 경우와 같은 제한된 조건

에서는 1.0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1.0를 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써 그 결

과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는 조건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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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 Prestressing steel,  and 

 (b) Case of  (c) Case of 

Fig. 7 The value of 


according to parameters

(a) Deformed PC bar

(b) Round PC bar

Fig. 8 

 curve

이 공통적으로 0.5로 한다(식(7)).11)

 ∙ (7)

이유) 이 1.0를 넘는 조건은 주로 피크시 변형량이 

적으면서 가 큰 경우, 즉 잔류 변형이 매우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위험 단면 위치에서의 잔류 변형시 

곡률()도 작은 값이 되고,  (=)는 이 값을 분모

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를 넘는 큰 값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잔류 변형량의 매우 작은 

영역인 관계로 을 0.5로 작게 평가하여도 절대적인 

오차는 작으며 계산의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생각된다.

4.2.2 곡률감소량()

피크시부터 잔류 변형시에 발생하는 위험 단면 위치에

서의 곡률 감소량()의 값을 검토한다. 잔류 변형시

는 위험단면 위치에서의 모멘트가 0이 되는 시점이라고 

정의되고, 모멘트는 PC강재에 의한 우력 모멘트와 인장

측 보통 철근에 의한 우력 모멘트의 합이다. 따라서, 두

개의 우력 모멘트의 값을 더한 값이 0이 되는 시점이 잔

류 변형시라고 정의될 수 있다. Fig. 8에는 가로축을 ｢피

크시부터의 곡률 감소량()｣, 세로축을 ｢PC강재에 의해 

발휘되는 모멘트() 및 보통 철근에 의해 발휘되는 모

멘트()｣를 표시한다. 또한, PC강재가 피크시 발휘하는 

모멘트()로 표시하고 최대값을 100%로 정한다. Fig. 

8에서 부재의 피크시부터 제하를 하는 경우 그 곡률 감

소량()와 각 시점에서 강재에 의해 발휘되는 휨모멘트

의 추이를 나타낸다. PC강재, 보통 철근 각각 대해서 

곡선과 곡선으로 표현한다. 곡선의 부호는 표현 및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Fig. 8에서 정과 부 방향을 

PC강재와 반대 방향(즉 아래쪽 방향을 정)에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곡선과 곡선의 교점에서는 양쪽의 절

대값이 거의 정과 부가 같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단면의 발

휘하는 모멘트가 거의 0이 되고, 그 점에서의 가 피크

시에서 잔류 변형시까지의 단면 곡률 감소량()이 

된다. 가 클수록 피크시에서 잔류 변형시 까지의 

곡률 복원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잔류 변형률은 

작아진다. Fig. 8에서는 프리스트레싱 계수() 및 PC강재 

배치 위치()가 변하는 경우의 관계에 대

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8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Fig. 8에서 PC강재에 의해 발휘하는 모멘트()는

의 증가에 대해여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한편, 

보통 철근에 의해 발휘하는 모멘트()는 의 크기

에 따라 경향이 다른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 두 곡

선의 추이의 차이는, 제하시의 PC강재와 보통 철근

의 응력－변형률 관계로부터 설명된다. Fig. 9에 이

형PC강봉의 예를 들어서, 해석시의 강재의 응력－

변형률 관계의 추이를 나타낸다. PC강재는 제하 시

작시(Fig. 9의 ●)부터 잔류 변형시(Fig. 9의 ■)까

지의 범위에서 변형은 인장의 범위 내에 머물고 탄

성 영역이 길기 때문에 선형적 거동을 한다. 이에 

비해, 보통 철근은 제하 시작시의 변형은 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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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ress-strain curve

Fig. 10  curve

Fig. 11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calculated values

범위에 있지만 이후 압축 변형을 받게 되고 바우싱

거 효과에 의해 Fig. 9에 나타나듯이 비선형 거동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으로 부터 PC강재에 의해 발

휘되는 모멘트는 곡률의 감소에 따라 직선으로 나

타나고, 보통 철근은 감소 정도가 서서히 저하하는 

곡선이 된다.

② 프리스트레싱 계수()의 대소에 의한 차이를 보면

(Fig. 8(a)-(A) 참조), 가 큰 단면에서는 보통 철근

량이 적고, 보통 철근에 의해 발휘되는 모멘트()

의 절대값이 작아진다. 따라서 곡선과의 교점은

이 클수록 는 큰 값으로 나타난다.

③ PC강재 배치 위치()가 작을수록, 에 대한 

는 감소하지만 완만하게 되면서 과의 교점인 

는 커진다(Fig. 8(a)-(B) 참조). 이것은 이 작아질

수록 즉, PC강재 배치 위치가 단면 중앙에 가까워

지는 만큼 제하시의 단면 곡률의 감소에 수반하는 

PC강재의 변형 감소량이 작아지고 PC강재에 의해 

발현되는 모멘트의 감소량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상 ①～③을 정리하면, 곡선과 곡선은 , PC강

재종류, 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양 곡선의 교점인 을 이들 요인의 함

수로 하고, 해석값에 대해서 최소제곱법을 이용해 계수

를 결정하고 식 (8)과 같이 산정하였다.

 




∙ ×

 








 이형강봉
  강연선
 원형강봉

(8)

Fig. 10에 식 (8)에 의한 값을 표시했다. 식 (8)에 의한 

라인은-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

4.2.2 기존 실험 결과와 비교

Fig. 11에 계산값과 기존 실험 결과12-16)의 잔류 변형율 

(REr)의 비교를, 피크 부재각 (Rp)가 1/50과 1/30의 경우

에 나타내었다. Fig. 10으로부터 부착강도가 약한 원형PC

강재의 경우, 실험 결과와 다소 오차가 있으나(이 큰 

범위에서는 계산값이 실험값을 과대평가, 작은 범위에서

는 과소평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PSC 보부재를 대상으로 성능 기반 내

진설계의 목표설정에 필요한 사용성과 복원성에 대한 명

확하면서 단순명료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잔류 변형률의 정의를 바탕으로 등가 소성 힌지 길

이법을 이용하여 잔류 변형률 산정에 필요한 기본

식을 유도하였다.

2) 분할 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여 각종 파라미터가 잔

류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

용하여 기본식에 사용되는 여러 수치(, , )

에 대하여 적절한 값을 부여하였다.

3) 기존 실험 결과와 계산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본

식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562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4호 (2014)

앞으로의 과제로서는 곡률 감소량()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여 원형 PC강재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본식을 

보다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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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능 기반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지진후 건물의 사용성과 복원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의 구성 재료의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부재에 잔류하는 변형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PC

강재의 원점지향적 성질 덕분에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PSC 보부재의 잔류 변형을 연구하고 산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등가 소성 힌지 길이법’을 바탕으로 위험단면에서의 곡률과 등가 소성 힌지 길이를 이용하여 부재의 변형각

을 구하는 식을 유도한다. ‘분할 요소 해석법’을 통하여 PC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미끄러짐을 고려하면서 힘의 균형과 변

형을 적합 조건을 만족하는 해석값을 도출했다. 잔류 변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파라미터 스터디를 통하여 잔류 변

형률 산정식에 필요한 각종 수치를 결정했다. 그중에서 잔류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피크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잔류 변형

시 등가 소성 힌지 길이 및 피크시부터 잔류 변형시에 발생하는 위험 단면 위치에서의 곡률 감소량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를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용어 : 성능 기반 내진설계, 복원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잔류 변형, 등가 소성 힌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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