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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cessive long-term slab deflection caused by construction load is a critical issue for the design of concrete slabs, as 
long span flat plates become popular for tall buildings.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 of construction load causing early slab cracking 
on the long-term deflection was theoretically studi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a numerical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to 
predict the long-term deflection of flat plates. In the proposed method, immediate deflection due to slab cracking and long-term effect 
of creep and shrinkage were considered. To verify the construction load effect, long-term slab deflections were measured in actual 
flat plate buildings under constr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mediate deflection due to the construction load increased 
significantly the long-term deflection. The proposed method was used to predict the deflections of the building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results. The predictions agree well with the long-term deflections of flat plate affected by 
constructio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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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플랫 플레이트 시스템은 층고 감소 및 시공성 향상, 공
기 단축 등의 장점으로 고층 건물에서 흔히 사용된다. 최
근에는 가변형 평면을 위하여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스팬의 플랫 플레이트에서

는 바닥구조의 휨강성이 작기 때문에 큰 처짐이나 균열

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시공 중에는 과도한 시공하중과 

조기재령 콘크리트의 낮은 강성/강도로 인하여, 처짐과 

균열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기재령 슬래브의 균

열손상은 크리프로 인한 큰 장기처짐을 유발할 수 있다.1-3) 
구조설계 과정에서 슬래브를 설계할 때 중력하중인 고

정하중과 활하중만을 대상으로 구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시공과정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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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 검토되지 않는다. 고층건물에서 슬래브 시공하중은 

하부층의 슬래브에 전달되며, 하부층 슬래브의 콘크리트

는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고 

휨강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 슬래브에 재하되는 시

공하중, 2) 시공중 균열이 발생하는 조기재령 슬래브의 

유효강성, 3)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 플레이트의 처짐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

공하중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슬래브에 재

하되는 시공하중은 주로 동바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슬래

브의 층 수, 층당 시공기간, 조기재령 콘크리트의 재료특

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4) Grundy and Kabaila5)와 Mosallam 
and Chen6)은 슬래브의 강성비에 따라 시공하중을 간단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Liu et al.7)과 El-Shahhat 
and Chen8)은 동바리로 연결된 다층 슬래브의 유한요소해

석을 이용하여 동바리 강성의 영향을 반영한 시공하중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교한 수치해석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소 정밀한 방법을 요구한다. Park et al.9)은 

동바리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수, 층당 시공기간, 조기재



616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5호 (2014)

령 콘크리트의 재료특성 뿐만 아니라 동바리 강성과 슬

래브 균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시공하중 산정방법

을 개발하였다. 공기가 짧은 실제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

의 동바리 축하중을 계측하여 제안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 플레이트의 시공하중을 비교적 정확

히 예측하는 Park et al.9)의 제안모델을 처짐 예측모델에 

적용하였으며, 실제 시공하중 계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조기재령 슬래브에 발생하는 균열에 의한 유효강성 및 

장기처짐 고려 방법에 따라 실제 슬래브의 처짐과 설계 단

계에서 예측한 처짐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Lee and 
Scanlon10)에 의하면, 단순지지 조기재령(3일 또는 7일 재

령)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ACI 31811)에 의한 처짐 예측은 

조기재령 슬래브의 유효강성을 과대평가하여 슬래브의 

즉시 처짐 및 장기처짐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llum et al.12)은 6층 규모의 플랫 플레이트 구조물에 다

양한 하중 조건 및 설계 조건에 따른 장기처짐을 계측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Hossain and Vollum13)은 MC9014)을 

적용하여 슬래브의 유효강성을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법

을 제안하였으며, 6층 규모의 플랫 플레이트 구조물의 장

기처짐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조기 재령 슬래브에 가

해지는 시공하중이 짧은 기간에만 가해졌다가 제거되더

라도 슬래브의 유효강성 감소로 인하여 장기처짐에 큰 영

향을 미치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장기처짐을 매우 

작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sain et al.15)은 ACI 
31811)을 적용하여 Vollum et al.12)의 계측결과와 비교하였

으며, Hossain and Vollum13)의 방법보다는 단순하지만, ACI 
31811)의 장기처짐 계수의 과소평가로 인하여 슬래브의 장

기처짐을 다소 작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존연구에서는 조기재령 슬래브의 유효강성과 장

기처짐 계수가 슬래브의 장기처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Mehta and Monteiro16)와 Carino 
and Lew17)는 저온 양생된 조기재령 슬래브는 콘크리트 강

도와 강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은 
균열과 처짐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18)

은 저온 양생된 조기재령 콘크리트의 1방향 및 2방향 단

순지지 슬래브에 다양한 하중 조건 및 설계 조건에 따른 

즉시 처짐 및 장기처짐을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 재료 실

험으로 계측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로부터 슬

래브의 유효강성을 정의하고 ACI 209R-9219)의 크리프와 

건조수측 모델을 사용하면, 조기재령 슬래브의 장기처짐

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실험 및 해석 연구는 슬래브의 장기처짐에 대한 

시공하중, 조기재령 슬래브 강성, 균열 등 각 변수의 영

향을 밝히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변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슬래브의 장기처짐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 지

지조건의 일방향 슬래브 및 하중조건이 실제 시공하중과 

차이가 있는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계측 및 예측

하였다. 실제 플랫 플레이트 건물은 비대칭 평면을 갖고 

기둥 및 벽, 연속슬래브 등 다양한 단부구속 조건을 갖으

며, 시공하중이 단계별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중인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 계측하고 예측결과와의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장기처짐 예측모델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계에서 장기처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이는 시공하중의 불확실성과 균열이 발생한 조

기 재령 슬래브의 유효강성 오차, 슬래브 강성 변화에 따

른 모멘트 재분배 문제로 인하여 시공하중에 의한 슬래

브의 즉시 처짐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 시공단계별로 처짐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하중

을 기준으로 처짐을 평가하며, 크리프 및 건조수축 계수

가 설계기준마다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장기처짐 예측

에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플랫 플레이트

에서 시공단계별로 시공하중 산정 및 이에 따른 장기처

짐을 일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공하중 산정법 및 장기처짐 계

수를 적용하여 시공하중을 고려한 조기재령 플랫 플레이

트의 장기처짐 예측방법을 제안하였다. 장기처짐을 정확

히 예측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

였다. 즉, 시공단계별 시공하중, 슬래브 균열에 의한 유효

강성 감소, 모멘트 재분배 효과,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고려하였다. 또한, 예측방법의 검증을 위해 실제 시공중

인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 건물에서 시공하중 및 장기처

짐을 계측하였으며, 제안모델로 예측한 장기처짐과 비교

하여 장기처짐 해석방법을 검증하였다.

2. 처짐 해석 모델

2.1 현행 설계기준

Table 1은 ACI 318-1111) 및 Eurocode 220) 설계 기준에

서 제시하는 플랫 플레이트의 최소 두께를 나타낸다. 
ACI 318-1111)은 슬래브 두께를 철근 항복강도에 따라 스

팬 길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Eurocode 220)는 콘

크리트 강도 및 철근비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설계기

준에서는 Table 1의 플랫 플레이트 최소 두께를 만족하

면 설계시 별도의 처짐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최소 두

께보다 작은 두께의 슬래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처

짐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에 의해 확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선형탄성거동

을 가정하여 사용하중에 대한 즉시처짐을 산정하고 장기

처짐계수를 적용하는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중보다 큰 시공하중 및 콘크

리트 균열 효과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슬래브 처짐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의 사용

이 증가하고 시공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슬래브 처짐 효

과가 증가함으로써, 최소두께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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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imum thickness of flat plates

ACI 318-11

Yield strength of re-bars
Exterior panels

Interior panels
Without edge beams With edge beams

SD300   

SD400   

SD500   

Eurocode2*

Re-bar ratio Slab without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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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 clear span; =   ; = tension bar ratio; ′= compression bar ratio; = concrete strength
* should be multiplied to slab thickness if span is greater than 8.5m.

Fig. 1 Slab-support model for construction load distribution Fig. 2 Grid beam model for slab

단계를 고려하여 장기처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시공하중 모델

Fig. 1은 Park et al.9)이 제안한 시공하중 산정모델의 시

공단계를 나타낸다. Fig. 1(a)는 최상층 슬래브가 타설되

는 단계이며, Fig. 1(b)는 최하층 동바리가 제거되는 단계

로 각 단계에서 분배된 시공하중을 누적하면, 각 층의 시

공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최상층 슬래브에 작용하는 시공하중  (Fig. 1(a))

에 대해 각 층 슬래브에 분배되는 시공하중 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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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동바리 지지 슬래브 수,  = 슬래브의 유

효강성 행렬, = 슬래브와 동바리의 자유도를 단자유도

로 이상화한 모델에서 각 층 슬래브의 등가처짐,  = 
동바리 강성을 추가한 슬래브의 유효강성 행렬이다. 슬

래브의 유효강성 정의시에는 층당 시공기간에 따른 슬래

브 콘크리트 재료 물성, 슬래브 균열에 의한 유효강성 저

감을 고려하며, 동바리 강성의 경우 동바리 재료 물성, 
동바리 지지 간격을 고려한다.

동바리 제거단계(Fig. 1(b))에서는 최하층 동바리가 제

거되기 전 동바리가 전달하는 하중 를 상부 슬래

브로 분배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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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3 격자보 모델

일반적으로 슬래브와 같은 판형 부재는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공하중이 작용하는 조

기 재령 슬래브에서 균열 발생에 의한 유효강성 감소 및 

이에 따른 모멘트 재분배를 쉽게 고려할 수 있도록 2방

향 슬래브에 대해 격자보 모델을 적용하였다(Fig. 2 참조). 
격자보는 x방향과 y방향에 대하여 각각 2차원 휨부재로 

구성된다. 슬래브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각 보 요소에 

등분포 하중으로 재하하며, 슬래브 하중의 1/2을 x방향과 

y방향 격자보에 각각 분배하여 하중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중이 재하되는 시점 의 콘크리트 재료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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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am element for grid beam model

Fig. 4 Variances of slab load and deflections according to construction load and time

치를 적용하여 2차원 휨부재의 강성을 정의한다.
Fig. 3은 수직력 및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2차원 휨부재

를 나타내며, 강성 관계식은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여기서, 과 = 각 절점에서의 수직력, 과 = 
휨모멘트, = 시공하중이 작용하는 재령 에서의 콘

크리트 탄성계수, = 재령 에서의 휨부재의 단면 2
차 모멘트, = 격자보의 길이, 과 = 수직변위, 과 

= 회전각이다. 이때, 휨부재의 비틀림 강성은 고려하

지 않는다.
 
2.4 슬래브 균열의 영향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조기재령 콘크리트의 경우 슬래

브에 큰 시공하중이 작용하면, 슬래브 중앙부 및 단부에

서 국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슬래브의 유효강성이 크

게 감소한다. 따라서 슬래브의 처짐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 및 설계 조건에 따라 

유효강성을 정의해야 한다.
휨부재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Bischoff and Scanlon의 제안식21)을 적용하였다 (식 (4) 참
조). 슬래브와 같이 철근비 1% 미만의 경우, Bischoff and 
Scanlon의 제안식21)은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잘 예측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8,21) 

 


 




 


≤   (4)

여기서, 는 철근을 무시한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중심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이고, 은 완전 균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이다. 은 슬래브에 발생하는 휨모멘트

이다. 은 균열 모멘트로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는 콘크리트 강도로 시공하중이 작용하는 재령

에서의 콘크리트 강도를 적용한다. 는 슬래브 두께이다.
Fikry and Thomas22)에 따르면, 균열 단면의 단면 2차 모

멘트값 은 재료 및 단면 조건과 철근비에 의해 결정되며, 
슬래브의 설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a)

 



× 

′ 
′ 




′

′  (6b)

여기서,   , = 슬래브 인장철근비(= 
), ′= 슬래브 압축철근비(= ′), = 철근과 콘크

리트 탄성계수비, = 슬래브 상부에서 인장철근 중심까지 

길이, ′= 슬래브 상부에서 압축철근 중심까지 길이이다.
처짐 해석시 슬래브의 유효강성은 하중의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은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슬래브의 균열을 고려하지 않고 슬래브의 탄성해석을 수

행한다. 이때 식 (3)에서 즉시처짐을 산정하는 시점의 콘

크리트 물성치를 적용하며, 슬래브의 단면 2차 모멘트는 

를 적용하여 슬래브의 모멘트 분배를 산정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모멘트 분포로부터 식 (4)를 사용하여 격

자보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각각 정의한다. 슬래브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가 감소하는 경우 식 (3)의 격자보 

강성행렬을 새로 정의하여 구조해석을 다시 수행한다. 
이는 슬래브의 유효 휨강성 감소에 따른 모멘트 재분배

를 시키며, 슬래브의 처짐이 수렴할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Fig. 4(a)는 상부층의 콘크리트 타설 및 하부층의 동바

리 제거시마다 변하는 시공하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

우, 시공하중이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콘크리트의 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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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강도 및 탄성계수가 달라지며, 하중 조건에 따라 

유효강성도 변화하기 때문에 시공하중이 변경되는 시점

마다 각각 처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슬래브에 발생

한 균열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감소된 슬래브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는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공하

중이 증가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유효 단면 2차 모

멘트 는 이전 단계보다 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반면

에 시공하중이 제거되는 경우(Fig. 4(a)의  참조), 하중

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식 (3)의 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  대신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슬래브의 유효 단면 2차 모멘트 를 적용

하여 탄성처짐 회복으로 고려한다.18,23) 각 시공단계별로 

슬래브의 콘크리트 재령 및 시공하중, 유효강성을 고려

하여 즉시처짐을 계산한다.

2.5 장기처짐 계수

ACI 318-1111)에서는 구조해석으로 구한 즉시처짐에 크

리프와 건조수축을 함께 고려한 장기처짐 계수 를 곱하

여 장기처짐을 평가한다.

  ′   (7)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증폭계수이며, ′는 압축철근비

이다.
Park et al.18)에 의하면, 조기재령 슬래브의 장기처짐의 

경우 식 (7)의 ACI 318-1111) 방법은 장기처짐을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C9014)의 방법을 적용하여 구

한 장기처짐 보다는 ACI 209R-9219)의 크리프 계수와 건

조수축 변형률을 적용하여 구한 장기처짐이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CI 209R-9219)의 장기처짐 모델을 적용하였다.
Fig. 4(b)와 (c)는 시공하중에 따른 슬래브의 즉시처짐

과 장기처짐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4(c)에서 보듯이 슬

래브의 장기처짐 는 시공하중으로부터 구한 즉시처짐 

에 크리프 계수 를 곱하여 크리프에 의한 장기 

처짐을 계산하며, 건조수축에 의한 처짐 는 즉시처짐

시 균열이 발생한 슬래브의 곡률과 연계하여 계산한다. 
시공하중과 같이 하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시처

짐 증가분을 하중이 재하되는 시점에서 구한 크리프 계

수와 곱하여 장기처짐에 누적한다. 시공하중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탄성회복량을 장기처짐에서 제거하며, 회복되

는 처짐에 대해서는 크리프 계수를 곱하지 않는다. 크리

프 및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처짐 증가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8)

여기서, 는 하중 지속 시간, 는 번째 하중이 가해질 

때 콘크리트 재령이다.
식 (8)에서 ACI 209R-9219)의 크리프 계수 는 다

음과 같다.









×  (9)

여기서, 은 하중 재하 시간 관련 계수, 는 상대 습도 

관련 계수, 은 슬래브 두께 관련 계수, 는 콘크리트 

슬럼프 관련 계수, 는 잔골재 무게비율 관련 계수, 
은 공기 함유량 관련 계수이다.

ACI 209R-9219)에서 건조수축은 변형률 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10)

여기서, 은 초기 양생 관련 계수, 는 상대 습도 관

련 계수, 은 슬래브 두께 관련 계수, 는 슬럼프 관

련 계수, 는 잔골재 무게비율 관련 계수, 은 공기 

함유량 관련 계수, 은 시멘트 함유량 관련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슬래브 처짐 해석을 위한 격자보 모델에

서는 식 (3)의 강성행렬을 이용하여 하중-변위 관계를 정

의하기 때문에 건조수축에 의한 곡률 로부터 처짐을 

산정할 수 있다. 건조수축에 의한 처짐산정의 단순화를 

위하여 건조수축에 의한 곡률과 격자보 모델의 구조해석

으로 구한 슬래브 중앙부의 곡률 이 일치할 때의 슬

래브 처짐을 건조수축에 의한 처짐으로 간주하였다. 건조

수축 변형률에 의한 슬래브의 곡률은 ACI 209R-9219)의

Branson 제안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11)

2.6 장기처짐 해석 과정

Fig. 5는 시공하중, 조기재령 슬래브 강성, 균열 등 각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장기처짐을 예측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각 시공단계별로 슬래브의 균열 발생

에 따른 유효강성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며, 슬

래브의 처짐이 수렴할때까지 반복계산을 수행한다. 최종

적으로 각 시공단계에서 구한 슬래브 즉시처짐에 장기처

짐계수를 고려한 값을 누적하여 장기처짐을 계산한다.

3.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 계측

플랫 플레이트의 시공하중에 의한 장기처짐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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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Fig. 6 Set-up for measurement

Fig. 7 Measurement conditions in N-building

기 위하여 실제 시공중인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 건물에

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직후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

지 슬래브 처짐을 계측하였다. 슬래브의 처짐은 거푸집 

탈형 직후 슬래브 하부에 LVDT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처짐 계측 위치는 구조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최대 처짐 

부분을 선정하였으며, 장스팬 슬래브의 중앙지점에서 수

직부재와의 상대적인 처짐을 계측하였다. 
Fig. 6은 슬래브 처짐계측장치 셋팅을 나타낸다. 슬래

브 중앙부의 상대 처짐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가이드 와

이어를 수직부재인 양쪽 기둥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슬래

브 하부에 지지점을 설치한 LVDT를 통하여 가이드 와이

어와 슬래브 하부의 상대적인 처짐을 계측하였다. 와이

어의 단부에는 온도변화시에도 와이어의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프링을 설치하고 턴버클을 사용하여 초기 

장력을 가력하였다.

3.1 N 건물의 슬래브 처짐

Fig. 7은 38층 주거용 건물의 평면 및 처짐 계측 위치

를 나타낸다. 33층 슬래브 A 및 33층, 34층, 35층 슬래브 

B에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20일간 장기처짐을 

계측하였다. 시공하중의 경우 33층 슬래브 B에서 로드셀

로 동바리 축하중을 계측하였으며, Park et al.9)이 제안한 

시공하중 산정모델의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슬래브의 설계 및 시공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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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ometry and material conditions of flat plate slabs in N-building

Slab Shore
Concrete 

strength (MPa)
Thickness

(mm) Re-bars (mm2/m) Construction cycle 
(days)

Number of 
shored slabs

Elastic 
modulus (MPa)

Section 
area (mm2)

Spacing
(mm)

Height
(mm)

35.3 (Slab A)
34.6 (Slab B) 300 1327 (Tension)

663 (Compression)
6 - 7 (Slab A)
6 - 12 (Slab B) 4 70000 864 1300 2750

Fig. 8 Slab deflections in N-building

건물 층고는 2750 mm이며, 슬래브 두께는 300 mm이다. 
재료 실험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 강도는 슬래브 A의 경

우 35.3 MPa, 슬래브 B의 경우 34.6 MPa이다. 처짐 계측

위치 주변 슬래브에는 SD400 철근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슬래브 인장 및 압축부에 각각 1327 mm2/m, 663 mm2/m가 
배근되었다. 시공시 동바리는 1300 mm 간격으로 배치되

었으며, 동바리 단면적은 864 mm2, 탄성계수는 70000 MPa
이다. 동바리 지지층수는 4층 지지이며, 슬래브 A의 층당 

시공주기는 6∼7일, 슬래브 B의 층당 시공주기는 6∼12
일, 하부층 동바리는 최상층 타설 후 1∼3일 뒤에 제거되

었다. 계측기간동안 평균 온도는 10.4℃, 평균 상대습도

는 55%였다(Fig. 7(b) 참조).
Fig. 8은 슬래브 처짐 계측 결과를 나타낸다. 약 30일

까지 시공하중이 작용하면서 처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시공하중이 제거될 때 시공하중에 의해 증가된 처짐

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 이후 슬래브 콘크리트의 크

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하여 처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슬래브 B의 처짐을 보여주는 Fig. 8(b) 
∼(d)에서 슬래브의 설계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층의 슬래브 처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층당 

시공주기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일 평면에서도 시공조건

에 따른 시공하중이 슬래브의 시공중 즉시처짐 및 장기

처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Y 건물의 슬래브 처짐

Fig. 9는 40층 주거용 건물의 평면 및 처짐 계측 위치

를 나타낸다. 27층, 28층 슬래브에서 슬래브 콘크리트 타

설 후 약 300일간 장기처짐을 계측하였다. 슬래브의 설계 및 

시공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건물 층고는 3700 mm이

며, 슬래브 두께는 300 mm이다. 재료 실험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 강도는 36.0 MPa이다. 처짐 계측위치 주변 슬래

브에는 SD400 철근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슬래브 인장 

및 압축부에 각각 1327 mm2/m, 663 mm2/m가 배근되었다. 
시공시 동바리는 1300 mm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동바

리 단면적은 500 mm2, 탄성계수는 200000 MPa이다. 동바

리 지지층수는 4층 지지이며, 층당 시공주기는 6일, 하부

층 동바리는 최상층 타설 후 1일 뒤에 제거되었다. 계측

기간동안 평균 온도는 11.9℃, 평균 상대습도는 61%였다

(Fig. 9(b) 참조).
Fig. 10은 슬래브 처짐 계측 결과를 나타낸다. Fig. 10(a)

는 시공하중이 작용할때의 슬래브 처짐으로 상부 슬래브

에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마다 27층 슬래브에 작용하는 시

공하중이 증가하면서 처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슬래브 

재령 20일에는 27층의 동바리가 제거되어 시공하중이 감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27층 슬래브 자중만 작용) 슬래

브의 처짐회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

하중에 의해 조기재령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하여서 처짐

은 비탄성 거동으로 발생하나 처짐회복의 경우 시공하중

에 의한 균열이 닫히면서 탄성회복을 하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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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ruction load deflection in Floor 27

(b) Long-term deflection in Floor 27 

(c) Long-term deflection in Floor 28 

Fig. 10 Slab deflections in Y-buildingFig. 9 Measurement conditions in Y-building (mm)

러한 경향은 Park et al.18)의 조기재령 슬래브 실험 결과

에도 잘 나타나있다. 시공하중이 제거된 이후에는 상부

층 공사재료 및 마감재 등을 건물내에 야적하는 경우가 

있다. 야적 위치에 따라 슬래브의 처짐은 증가하거나 감

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슬래브의 처짐 증가가 균일

하지 못하고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7층, 28층 슬래브 모두 전반적인 장기처짐 증가 경향이 

비슷하였다.

4. 장기처짐 계측결과와 예측결과 비교

플랫 플레이트의 처짐은 슬래브에 작용하는 시공하중

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9)이 

제안한 플랫 플레이트의 시공하중 예측법을 적용하여 N
건물과 Y건물의 시공하중을 산정하였다. Fig. 11은 N 건
물과 Y 건물 각층의 시공하중을 나타낸다. Fig. 11(a)는 

N건물의 33층 슬래브 B에서 계측한 시공하중을 시공하

중 산정모델로 구한 예측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시공주기

에 따른 시공하중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층의 시공조건에 따른 시

공하중을 Fig. 11(b), (c)에 나타내었다.

기존 시공하중 예측법과 비교를 위하여 ACI 347.2R-054)

의 기반이 되는 Grundy and Kabaila5)의 방법으로 예측한 

시공하중을 Park et al.9)의 시공하중 예측결과와 비교하였

다(Fig. 11(a), (c) 참조). 비교 결과, Grundy and Kabaila5)

의 예측결과는 초기 재령 시공하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하고, 최대 시공하중을 크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슬

래브 스팬이 상대적으로 짧고 시공주기가 긴 Fig. 11(a)에
서는 슬래브 균열에 의한 유효강성 저감 효과가 작아서 

Park et al.9)과 Grundy and Kabaila5)의 예측결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장에서 제안한 슬래브 처짐 해석 모델로 각 층의 슬

래브 장기처짐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슬래브 처짐 계측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8, Fig. 10 참조). 조기재령 콘크

리트에서 탄성계수의 경우 설계기준이 과대평가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 및 탄성계수는 실제 재

료 물성치를 적용하였다.18) 크리프 및 건조수축 계수 계

산시 상대습도는 N 건물과 Y 건물에서 각각 평균값인 

55%, 61%를 적용하였다.
Fig. 8에서 시공하중에 의한 슬래브 처짐은 예측결과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슬래브의 균열에 의

한 유효강성은 슬래브 A에서 비균열 단면 강성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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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dictions of construction load5,9)

Fig. 12 Floor plan of Cardington slab S3 (mm)

Fig. 13 Comparison of Cardington slab deflections

슬래브 B에서 평균 6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하중 이후 장기처짐은 Fig 8(a)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

는 경우도 있고 Fig. 8(d)와 같이 동일한 거동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공하중 제거 이후 처짐

을 계측한 슬래브에서 다양한 시공 작업이 발생하거나 온

도 및 습도의 변화로 크리프와 건조수축 계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따른 결과를 설

계시 처짐해석에서 정확히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20
일 근처로 갈수록 장기처짐의 계측결과와 해석결과의 거

동이 거의 유사하여 제안모델은 시공단계 및 장기처짐의 

거동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a) 및 (b)에서 슬래브 시공 종료 시점인 24일까

지의 처짐은 해석결과와 계측결과가 매우 유사하였으며, 
시공중 슬래브의 균열에 의한 유효강성은 비균열 단면 

강성의 67%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래브 시공 

후 150일까지는 해석 결과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150일 이후 해석결과와 계측결과는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30일에서 150일 사이의 처짐 변화는 실제 시공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 따른 결과로 설계단계에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우나 시공단계 및 전반적인 

장기처짐은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c)의 

28층 슬래브의 시공조건은 27층 슬래브와 동일하였으며, 
계측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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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처짐 해석 모델을 기존 장기 처짐 해석모델과 

비교하기 위하여 Vollum et al.12)이 실험한 플랫 플레이트

의 장기처짐 계측결과 및 기존 해석모델13,15)의 해석결과

를 제안모델로 구한 장기처짐 예측값과 비교하였다. Fig. 
12는 슬래브 S3의 평면 및 처짐 계측 위치, 시공하중을 

나타낸다. 슬래브 처짐은 약 900일간 슬래브 내부, 외부, 
코너에서 모두 계측되었다. 슬래브 두께는 250 mm이며, 
재료 실험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 강도는 최대 하중이 

가력된 재령 12일에서 45.3 MPa이다. SD400 철근이 가로 

방향으로 슬래브 인장 및 압축부에 각각 800∼1350 mm2/m, 
325∼800 mm2/m가 배근되었으며, 세로 방향으로 슬래브 

인장 및 압축부에 각각 575∼1350 mm2/m, 350 mm2/m가 

배근되었다. 계측기간동안 상대습도는 평균 70%였다. 하
중조건의 경우 콘크리트 재령 2일에 조기재령 하중이 가

력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슬래브 중앙부에는 9 kN/m2, 외

부에는 6 kN/m2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Fig. 13에서는 슬래브 내부, 외부, 코너에서 계측한 장

기처짐과 제안모델에 의한 예측결과, MC9014)을 바탕으로 
Hossain and Vollum13)이 제안한 유한요소 해석결과, ACI 
318-1111)을 바탕으로 Hossain et al.15)이 제안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ACI 318-1111)을 적용한 예측결

과는 전반적으로 슬래브의 장기처짐을 과소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C9014)을 적용한 예측결과는 슬래브 내

부의 장기처짐은 과소평가하나 슬래브 외부 및 코너의 

장기처짐은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

안모델의 예측결과는 슬래브 각 지점의 장기처짐 거동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안방법이 시공

단계별로 하중 변화 및 유효강성을 고려하고 ACI 209R-9219)

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 모델이 장기처짐을 잘 예측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랫 플레이트의 시공하중을 고려한 장

기처짐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기재령 슬래브

에 작용하는 시공하중은 슬래브의 균열을 유발하며, 이

는 시공단계에서의 즉시 처짐뿐만 아니라 장기처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공하중, 시공 단계별 슬래브 유

효 강성 및 즉시 처짐,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고려하여 

슬래브 장기처짐 산정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제안 모델에서는 슬래브에 재하되는 시공하중, 시

공중 발생하는 균열에 의한 슬래브의 모멘트 재분

배, 장기처짐과 관련된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시공

단계별로 고려하여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예

측하였다.
2) 시공하중이 변하는 단계마다 슬래브 재령에 따른 

각각의 콘크리트 강도 및 탄성계수를 적용하여 슬

래브의 유효강성을 정의하였다. 조기재령 슬래브에

서는 균열강도 이상의 시공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유

효강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슬래브 단부의 유

효강성 저감에 의해 모멘트 재분배를 고려하였다. 이
로 인하여 슬래브의 시공하중에 의한 즉시 처짐이 

크게 증가하였다.
3) 제안 모델에서 장기처짐 고려시 기존 조기재령 슬래

브의 장기처짐 실험결과에서 슬래브의 장기처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ACI 209R-02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 모델을 적용하였다. 장기처짐

은 최대하중에 의한 처짐과 크리프를 고려하는 대신

에 시공하중 변화에 따른 각 재령별 즉시처짐 증가

량과 크리프를 시공단계별로 각각 고려하였다.
4) 실제 시공중인 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직후부터 장

스팬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계측하였다. 슬래

브의 처짐은 시공하중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시공하중이 제거될 때는 탄성회복을 하였다. 이후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의하여 장기처짐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5) 슬래브의 장기처짐 해석 예측결과는 실제 건물에서 

계측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시공하중에 
의한 급격한 처짐 증가가 장기처짐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기존 장기처짐 예측모델은 장기처짐 계수에 따라 장

기처짐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시공단계별로 시공하

중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제안모델은 

슬래브 장기처짐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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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층 건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스팬 플랫 플레이트에서 과도한 시공 하중의 작용과 그에 따른 슬래브의 장기 처짐은 
콘크리트 슬래브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에서 슬래브의 조기 균열을 유발하
는 시공하중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 산정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슬래브 균열에 의한 즉시처짐 증가와 크리프 및 건조수축 효과에 의한 장기처짐 증가를 고려한다. 시공하중의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시공중인 플랫플레이트 건물에서 시공단계부터 슬래브의 장기처짐을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시공하중
에 의한 조기재령 슬래브의 즉시처짐은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크게 증가시켰다. 슬래브 장기처짐 제안법은 계측된 슬래브
의 장기처짐과 비교하여 검증하였으며, 제안모델은 시공하중에 의한 플랫 플레이트의 장기처짐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핵심용어 : 플랫 플레이트, 시공 하중, 균열, 장기처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