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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anchorage zone in a post-tensioned member has been started from the evaluation of the ultimate resisting capacity 

as well as the maximum bursting stress developed, and a lot of design codes including AASHTO and PTI describe their design 

equations to determine the bearing strength of concrete at the anchorage zone. However, these equations usually give conservative 

results because their derivation is based on the simple anchorage with a wide bearing plate in the surface without any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the load transfer mechanism through transverse ribs on the anchorage. To assess the influence of geometric 

parameters related to the transverse ribs on the resisting capacity of anchorage block, experiments and analysis are conducted. After 

verifying the validity of numerical model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studies betwee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results, 

parametric studies with changes in the transverse ribs are followed and design recommendations for the anchorage block are 

suggested from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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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스트텐션 방식 리스트 스 콘크리트(PSC) 구조물에서 

정착부는 정착구를 통해 달되는 긴장력의 도입에 따라 높은 

수 의 압축응력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크게 국소 

구역(local zone)과 일반 구역(general zon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착부에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응력장(stress 

field)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압응력(bearing stress), 열

응력(bursting stress), 박리응력(spalling stress)이 그것

이다(Guyon, 1953). 특히, 지압응력이 작용하는 정착구 하

부 콘크리트의 역에 한 보강을 해 구속효과(confine-

ment effect)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목 으로 설치되

는 보강철근  직 인 표면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열응

력으로 인한 열력(bursting force)은 인장에 약한 콘크리

트의 특성에 따라 균열의 발생 등 구조물의 성능  괴거동

에 요한 향을 미치므로 한 응력  강도 측에 한 

실험 , 이론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Breen et al., 1994; 

Roberts-Wollmann, 2000; PTI, 2006; Kang et al., 

2011; Park et al., 2014).

이를 통해, PSC 구조의 정착부 균열발생 등 사용성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한 기 과 보강설계에 

한 기 이 국내외 설계기 에서 구조물의 지압성능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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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anchorage (b) Special anchorage

Fig. 1 Shape of basic and special Anchorage

Fig. 2 Load transfer test speicimen

철근의 구속효과 등을 고려한 극한하  계식  횡방향 보

강철근 배근기  등이 이용되고 있다(AASHTO 1996, PTI 

2006, KCI 2012). 그러나 정착구의 형상을 사각형 형태의 

강성 으로 가정하고 지압 의 크기와 콘크리트 단면비 만을 

변수로 고려했다는 약 이 있으며 콘크리트  강재의 재료

물성을 선형탄성으로 가정하는 등의 약 이 있다(Breen et 

al., 1994; Roberts-Wollmann, 2000).

따라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특수형태 정착구(special 

anchoage) 사용이 기존 가정인 사각형 형태의 지압 만 존

재하는 단순화한 정착구가 아닌 가이드 이   리  등 

추가 형상 요소들이 설치된 정착구의 형상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PSC 부재의 극한강도 측식에서는 지압 강도와 나선철근과 

같은 횡방향 보강철근의 구속효과에 따른 강도증가 향을 모

두 고려하고 있으므로(Breen et al., 1994) 극한강도 측

에 있어서 정착구의 형상 변수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착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한 

요소해석을 해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상용 정착구  하 달 시험체를 모델링하여 비

선형 해석을 수행하 고 실제 하 달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정착구의 형상 변수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특성 변화와 극한

하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정착구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정착부의 거동특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 하 달시험  유한요소해석

2.1 하 달시험(Load Transfer Test)

포스트텐션 방식 PSC구조물에 사용되는 정착구는 Fig. 1

과 같이 지압 만 존재하는 기본 형태(basic anchorage)와 

지압 과 하부 가이드 트럼펫 구조  리  등이 함께 존재

하는 특수 형태(special anchorage)가 존재한다. 기본 형태

의 경우 기존연구  설계시방서 등에서 제안한 비교  단순

한 형태의 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수 정착 장치의 경우 상

으로 형상이 복잡하고 높은 지압응력이 발생할 뿐만 아

니라 보강철근이 더 많이 배근되기 때문에 제안된 식을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특수 정착 장치가 긴

장력을 구조물 체로 하게 달시키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해 AASHTO, PTI 등에서는 하 달시험(load 

transfer test)을 포함한 성능검증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권

장하고 있다. 

하 달시험은 정착구의 성능검증시험 방법 의 하나로 

긴장력이 정착구로부터 콘크리트 반으로 효율 으로 달되

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실시한다. 기 하 재하 시 긴장재

(tendon) 인장강도()의 20%, 40% 60%, 80%까지 단

계 으로 증가시키고 다시 12%까지 인 다음 12%∼80% 

범 로 10회 이상 응력과 균열진 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

서 반복하 을 재하하게 되며 그 이후 괴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 을 진 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EOTA, 

2002).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하 달 시험체의 표 인 형상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총 12개 시험체의 기본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상부 정착 의 지름,  는 시험체의 비이며, 은 

시험체의 높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형태 정착구의 크기()에 따라서 최

소로 요구되는 단면 크기를 설정하 으며, 국부 인 괴를 

방지하기 해 보강철근 한 ETAG013(EOTA, 2002)의 

규정에 따라 배근하여 시험체를 구성하 다. 이를 통해 수행

된 하 달 실험을 통해 얻어진 극한강도(, Table 2)

를 정착부의 극한강도로 정의하 으며 각 하 달 시험체에 

한 유한요소해석 한 함께 수행하여 정착부의 극한거동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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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iaxial stress-strain relation of concrete 

Fig. 4 Bi-axial concrete strength envelope 

(Lee et al., 1987) 

No.


(MPa)



(mm)

  

(mm)



(mm)

Spiral 

diameter

(mm)

Spiral 

pitch

(mm)

1 36 190 270 540 208 45

2 36 190 270 540 208 55

3 36 250 360 720 298 50

4 36 250 360 720 298 50

5 36 275 390 780 328 50

6 36 275 390 780 328 55

7 36 310 455 910 365 50

8 36 310 455 910 365 55

9 36 360 515 1030 445 50

10 36 360 515 1030 445 50

11 36 390 550 1100 480 50

12 36 390 550 1100 480 55

Table 1 Variables of load transfer test specimens

2.2 유한요소해석 모델

2.2.1 콘크리트 재료특성

콘크리트 재료는 압축 역에서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 

변형이 증가하고, 압축강도를 넘어서면 쇄(crushing)되어 

더 이상의 압축응력을 부담하지 못한다. 한 인장력을 받게 

되면 인장 역에서 인장강도 이상의 인장응력이 작용하면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으로 콘크리트는 압축거동 보다

는 인장거동에 상 으로 민감하므로 콘크리트의 비선형 특

성 묘사를 해서는 압축 측 응력-변형률 계 정의뿐만 아

니라 균열발생 이후의 거동에 있어서 응력-변형률 계의 

한 정의 한 필요하다. 

콘크리트의 압축 측 응력-변형률 계는 기존 해석에서 

리 사용되는 Scott(1982)가 수정한 Kent 등(1972)의 식에 

따라 용하 다. 한 콘크리트 인장 측 응력-변형률 계

는 인장증강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Kwak 등(1990)이 제안한 요소크기에 한 

괴에 지로 정의되는 모델 식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균열 발

생 이후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정의하 다(Fig. 3). 이 때,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실험에서 얻어진 값을 사용하 으

며, 한 아송 비()는 0.18을 사용하 다.

다축 응력 상태의 콘크리트는 포아송 효과(Poisson's effect)

와 내부 미세균열 등의 향으로 인하여 일축응력 상태의 콘크

리트와 다른 구조거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 으로 이축응

력 상태에서는 압축-압축 응력 상태에서는 압축강도가 일축 압

축 강도에 비해 크게는 25%까지 증가 하지만, 인장-압축 상태

에서는 일축 상태에 비해 압축  인장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Point A, Fig. 4). 콘크리트의 비탄성 거동을 모델링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ABAQUS(2013)에서 제공하는 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을 용하 다. 이 모델은 기타 모

델에 비해 다축 응력상태에 놓인 콘크리트의 비탄성 거동을 모

델링하는데 합하며 인장, 압축 소성이론을 채택하여 콘크리

트 인장균열  압축 괴 모두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은 비상  소성 흐름 법

칙(non-associated flow rule)을 용하고 팽창각(dila-

tion angle)의 함수인 유동 포텐셜(flow potential)과 콘크

리트의 경우 형상계수() 0.667(=2/3)에 따라 항복면이 정

의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팽창각(ψ)을 

35°를 사용하 다(Fig. 4)

2.2.2 강재 재료특성

한편 강재는 콘크리트와는 달리 재료의 특성을 정의함에 있

어서 단일 응력-변형률 계를 통해 정의할 수 있고, 압축 

역과 인장 역에서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갖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응력변화에 따른 재료 성

질의 변화는 수치 인 안정성과 계산상의 이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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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rete (b) spiral (c) stirrup

Fig. 6 Finite element model

Fig. 5 Uniaxial stress-strain relation of steel

No.


(kN)



(kN)



(kN)



(kN)



(kN)

1 - 2245 1815 1848 2310

2 2332 2578 1716 1750 2310 

3 4092 4236 3628 3672 3960 

4 4334 4429 3628 3672 3960 

5 4829 4926 4206 4259 4620 

6 4909 5013 3815 3872 4620 

7 6813 6878 6137 6178 6270 

8 6838 6948 5783 5831 6270 

9 8900 8997 7881 7949 7920 

10 9078 9175 7303 7378 7920 

11 9993 9648 8691 8767 8910 

12 9884 9678 7886 7970 8910 

Table 2 Ultimate strength of load transfer test and 

design equation

항복응력 도달()까지 선형탄성 거동 이후 항복응력 도달 

시 완 소성(perfect plastic) 거동을 하는 재료로 정의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Fig. 5). 이 때, 강재의 탄성계

수()  아송 비()는 각각 200GPa, 0.3으로 정의하

다.

2.2.3 유한요소해석 모델

이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

를 사용하여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이 이루어졌으며, 해

석을 해 사용한 해석모델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써 강재로 

이루어진 정착구와 콘크리트 부분인 나머지 하 달 시험체 

부분이다. 기본 인 해석형상은 하 달시험의 시험체를 기

본으로 하 으며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강연선의 크기에 따

라 6가지의 정착구로 구분한 후 각각의 정착구에 해서 보

강철근 배근에 따라 2가지씩 총 12가지의 모델에 해서 해

석 하 다(Table 1).

한 (node)과 요소(element)를 정의하는데 한 

요소망(element network) 구성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용하 다. 정착구를 편의상 원형으로 가정하 으며 하  

달 시험체의 칭성을 이용하여 체 1/4을 모델링하 다. 

정착구와 콘크리트는 모두 8  Solid 요소를 사용하 고 

나선철근  띠철근은 Truss 요소를 사용하 다. 한 실제 

구조물과 물리  거동이 일치하도록 경계조건  하 조건을 

용하기 하여 시험체의 하단은 종방향으로 변 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 고, 정착구의 형상을 원형으로 가정하여 하

달 시험체의 칭성을 고려하여 Fig. 6과 같이 1/4 모

델링을 사용하 다. 한 하 달 시험체에 작용하는 하

은 하 달시험과 유사하게 정착구 상부면에 하  띠를 만

들어 등분포 하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정착부가 

극한 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모

델링하 다.

정착구와 콘크리트, 보강철근과 콘크리트 간의 (contact) 

문제를 완 부착으로 가정할 경우, 실제 시험체의 거동에 비해 

강성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착구와 콘

크리트간에서는 ABAQUS의 interaction 옵션을 사용하여 

surface to surface contact으로 가정하여 수직  수평 방

향의 Baltay 등(1990)의 연구 결과에 따라 마찰계수(0.47)

를 용하 다. 한 보강철근의 경우, 콘크리트 요소 내부에 

embedded region 옵션을 사용하여 내부에 매립된 것으로 모

델링 하 다.

2.3 유한요소해석 모델 검증

Fig. 7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  해석을 통해 

얻은 시험체의 극한하  값이 실험치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체 으로 해석을 통해 얻은 극한하  값이 실험을 통해 얻

은 극한하 의 값보다 5%가량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2). 이는 횡방향 보강철근으로 인한 구속 효과가 실제 

거동 보다 다소 과다하게 반 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실

험  해석에서 얻어진 하 -변  곡선의 기울기  반 인 

거동이 유사하므로 구조물의 강성(Stiffness)을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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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4 (b) Specimen 6

(c) Specimen 10 (d) Specimen 11

Fig. 7 Load-displacement curve of load transfer test and FEM results

모델에서 하게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번에서 12번 까지의 시험체는 6가지 다른 크기의 정착구

가 설치된 시험체에 각각 2가지 경우의 나선철근  띠철근

의 배근간격을 변수로 하여 총 배근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시

험체에 사용된 체 철근량이 차이가 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극한 항력은 

체 배근길이가 더 길게 배근된 시험체에서 더 크게 나타났

으나 6개의 비교군에서 평균 으로 2%의 차이로 보이며 실

험  해석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3. 정착구 형상 변수에 따른 구조거동 분석

3.1 정착구의 형상변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착구의 거동은 다양한 향인

자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정착구의 형상 변화가 

정착부의 거동특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교, 검토하기 

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기존의 Guyon 등의 논문에

서 지압 과 지압면의 넓이비를 기 으로 열력의 변화 등

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사각형 형태의 강성

(Rigid Plate)를 바탕으로한 선형 스트럿-타이 모델 등 선

형해석을 토 로 도출된 것으로 재 사용되고 있는 특수형

태 정착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정착구가 설치된 구조에서 주요한 괴메커니즘은 정

착구의 기 상으로 인한 구조부재 반의 괴이며 정착구

의 하부구조에 리 가 있을 경우 이 기 상이 완화되므로 

구조의 극한하 을 10~20%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정착구에 설치된 리 의 구조에 따른 하  

항력의 변화가 상 으로 클 것으로 상되므로 이 논문에

서는 리 의 설치 치, 설치개수  리 의 길이를 조 하여 

리 가 정착부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단하고자 하 다. 

각 형상 변수별 설정된 정착구의 모델링은 Table 3와 같

이 구분하 다. 정착구  설치된 리 의 기본 인 형상은 

앞선 하 달시험에서 14번 시험체에서 이용한 14 Hole 

정착구  시험체의 치수와 나선철근의 배근을 사용하 고 

띠철근은 배근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 다. 해석모델에서 

이용한 정착구의 상세도 한 Fig. 8에서 볼 수 있다. 

리 의 설치 치(Fig. 8의 )는 상부 면을 기 으로 

체 하부구조의 길이(Fig, 8의 )의 1/4, 1/2, 3/4 

치 와 가장  면에 설치하는 것을 기 으로 하 고, 리 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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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Number of 

Rib

Relative Location(


)

Rib 1 Rib 2 

1 Plate - - -

2 R0 0 - -

3 R1 1  1/4 -

4 R2 1  1/2 -

5 R3 1  3/4 -

6 R4 1 1 -

7 R12 2  1/4  1/2

8 R13 2  1/4  3/4

9 R14 2  1/4 1

10 R23 2  1/2  3/4

11 R24 2  1/2 1

12 R34 2  3/4 1

Table 3 Geometric parameter of anchorage model

Fig. 8 Basic shape of anchorage

Fig. 9 Ultimate strength of non-rib anchorage cases

수는 0개, 1개, 2개에 하여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치에 설

치하여 검토하 다. 한 설치되는 모든 리 에 하여 리 의 

횡방향 길이(Fig, 8의 )를 변수로 설정하여, 20mm, 

30mm, 40mm로 변화시켜 총 32가지 경우에 하여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 다.

3.2 변수 해석결과

3.2.1 리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극한 하

극한하 은 지압 만 존재하는 경우(Plate)와 지압 과 

가이드 트렘펫이 존재하는 경우(R0)에서 모두 AASHTO  

PTI 제안식과 5% 정도의 차이를 보 다. 지압 만 존재하

는 NR 모델에 비해 R0 모델에서 극한하 이 좀 더 크게 나

타났는데, 이는 탄성계수가 큰 강재로 이루어진 부분이 증가

하여 지압응력에 한 강성이 증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단

된다. 기존의 제안식은 정착구의 형상을 기본 정착구, 즉 지

압 만 존재하는 형상으로 가정하여 유도된 것이다. 이 해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 기존의 제안식은 기본 정착구에 해

서는 극한 하 값을 매우 근 하게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며 이를 근거로 리 의 설치  리 의 강성에 해서 

형상 변수에 따른 거동 비교 한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3.2.2 리 가 1개 설치된 경우의 극한하

정착구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리 의 치에 따라 극한하

이 R0 모델의 극한하 과 비교하여 크게 20%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착부의 최하단에 설치된 리

가 상부에 설치된 리 보다 정착부의 극한하 을 증가 시킨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리 의 설치길이가 20mm, 

30mm, 40mm로 증가했을 때도 동일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

으며 설치길이가 긴 리 의 경우에 가장 극한하 의 증가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존의 설계식에 비교하여 

리 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반 으로 유한요소해석으

로 얻어진 극한하  값이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 의 

길이가 20mm인 경우, R1-20, R2-20 모델에서 AASHTO 

 PTI의 극한하  산정식으로 얻어진 값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치길이가 짧은 리 의 경우

에는 리 의 설치로 인한 하 분산 효과가 상 으로 작게 

작용하며 지압 에 근 하여 설치된 리 의 경우 정착부의 

거동특성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  설

치에 따른 극한강도 증가를 해서는 리 를 지압 과 R3에 

설치한 리 와 같이 체 하부구조 길이()의 3/4 이

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3 리 가 2개 설치된 경우의 극한하

2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 반 으로 1개의 리 가 설치

된 경우보다 극한하 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리 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R0)에 비하여 R24-40 

모델에서 최  43% 큰 극한하  값을 얻을 수 있다. 1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 의 설치길이가 증가할

수록 같은 치에서 보다 큰 극한하 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에서 하부에 설치된 

리 에서 보다 좋은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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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Ultimate strength of 1-Rib anchorage cases

Fig. 11 Ultimate strength of 2-Rib anchorage cases

2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착구 하부 부분에 

2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에서 보다 극한하 이 증가되는 경

향을 볼 수가 있다. 한 근 하여 설치된 경우(R12, R23, 

R34)와 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R13, R14, R24)

로 나 어 고려할 수 있는데 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된 경

우에서 더 큰 극한하  값을 갖는다. 이는 충분한 간격을 두

고 설치되지 않는 리 는 하 달 성능을 뚜렷하게 개선시

키지 못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리 가 

설치되는 경우 그 간격이 최소 정착구 하부구조의 길이

()의 1/4 이상을 확보하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3.3 결과 고찰

정착구의 형상 변수에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1) 단순형태정착구(지압 만 존재하는 정착구, Plate)와 

리 가 설치되지 않는 정착구(R0)의 경우에 기존의 

AASHTO  PTI의 제안식을 이용한 극한하  값과 

해석을 통해 얻어진 값의 차이가 10%이내로 나타난

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식은 리 가 설치되지 않는 정

착구의 경우에서는 충분히 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리 가 설치된 경우의 해석결

과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여 크게는 25%이상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정착구에 설치된 리 의 조건을 바꾸어 해석을 수행

한 결과, 1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 극한하 은 리

의 설치 치  설치길이에 향을 받는다. 하단부에 

설치될수록 극한하  값이 증가하 으며, 길이가 긴 

리 를 설치할수록 극한하 이 증가하 다. 

(3) 한 2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단부에 리 가 

설치된 경우에 더 큰 극한하  값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2개의 리 가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설

치되었을 때의 극한하  값이 더 큰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리 가 충분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첩 효과로 인한 하 분담 효과가 감소함

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리 의 성

능을 개선하기 해서는 각각의 리 의 간격뿐만 아

니라 지압 과 리  사이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텐션용 정착구가 설치된 시험체의 하

달시험 결과와 콘크리트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

여 정착구의 형상에 따른 극한강도 변화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특수형태 정착구에서 횡방향 리 의 설치로 

인하여 증가되는 정착구 자체의 강성뿐만 아니라 지압력을 

지지하는 면 이 증가하는 하 분담효과 등으로 인하여 정착

구의 성능에 따라 정착부의 극한강도에 큰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 설계기 (AASHTO, PTI 등)에서 제안

하고 있는 설계식에서 반 하고 있지 않는 횡방향 리 의 설

치 치  설치개수, 길이 등 형상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

착부 강도 측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 인 결과를 갖게 

되므로 정확한 거동 측을 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단

된다. 

특히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리 의 설치로 인

하여 정착구의 하 달성능이 효과 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단되며 리 가 1개인 경우에는 정착구의 하부에 치할수

록 한 2개의 리 가 설치된 경우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착

구 하부부분에 설치할수록 정착구의 하 달성능이 개선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설치길이가 긴 리 를 사

용할수록 정착부의 기 괴를 완화시켜 정착부의 강도가 증

가할 수 있으며 정착구 형상 변수에 한 반 이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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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리스트 스 콘크리트 정착부의 설계를 해 AASHTO  PTI에서 련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식은 구조물의 긴장력이 단순 지압 을 통해 구조 반으로 달된다는 가정으로 유도된 것으로 실제 구조물에 용되는 상

용 정착구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 달 시험에 의한 실험  방법과 3차원 고체요소를 사용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이용한 해석  방법을 통해 정착구의 형상 변수에 따른 정착부의 거동특성 변화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하 달시험 결과에서 얻어진 하 변  곡선  극한하  값을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유한요소모델

의 합성을 확인하 다. 한 정착구의 리 의 설치 치, 리 의 개수, 리 의 설치길이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형상변수

에 따른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 다. 

핵심용어 : 리스트 스 콘크리트, 포스트텐션용 정착구, 정착부, 극한하 , 하 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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