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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concrete deep beams is predict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variation in 

the shear strength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estressing is investigated. Numerical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with results 

obtained by the strut-and-tie model and associated experiments. Numerical analyses are performed on prestressed concrete deep 

beams with different values of concrete strength, effective prestress, ratio of tensile reinforcement, and shear span to effective depth 

ratio. The shear strength predicted by the numerical analysis is similar to the experimental value obtained, with an error of less than 

5%. However, the strut-and-tie model highly overestimated the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concrete deep beams with a 

concentrated loading area. The ultimate shear capacity of prestressed concrete deep beam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prestresss applied to the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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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깊은 보는 단 경간과 유효 깊이의 비가 2보다 작거나 순경

간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인 부재이다(ACI, 2014). 철근 콘

크리트 깊은 보는 한 쪽 면에서 하 이 작용하고 그 반  면에서 

지지되는 부재로 충분한 단 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에 한 연구는 주로 단 강도에 향

을 주는 요소에 하여 진행되어 왔다. Smith와 Vantsiotis 

(1982)은 실험을 통하여 깊은 보의 단 강도에 향을 미치

는 주요한 요소가 콘크리트의 강도, 단 경간과 유효 깊이의 

비, 단 철근임을 보 다. 깊은 보는 주로 단 괴가 발생

하며 주로 strut-and-tie 모델(Schlaich and Schafer, 

1991)에 따라 설계한다. Wilhelm Ritter가 1899년에 철근 

콘크리트 보에 한 트러스 모델을 제안하 고 1902년 Emil 

Mörsch가 발 시켰다. 이후 트러스 모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Schlaich and Schafer, 1991) 트러스 모델을 

기 로 하여 strut-and-tie 모델이 발 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strut-and-tie모델을 사용하여 깊은 보의 단 강도의 측식을 

제안하 고 ACI 코드(2014)등 구조설계기 에서도 깊은 보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신 리스트 스트 텐던을 사용하면 깊은 보의 단 강도를 

더욱 효과 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단 강도를 증가시키기 

해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가 제안되었지만 이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계 기 에서도 리스트 스트 콘크

리트 깊은 보에 한 명확한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 까지의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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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보에 한 연구는 콘크리트 강도와 단 경간-유효 깊이의 

비에 해서만 진행되었으며 Tan 둥(2001)은 strut-and- 

tie 모델을 사용한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식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법으로 리스

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거동을 측하고 텐던에 

가해진 리스트 스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단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리스트 스 도

입 정도와 단 강도의 계를 살펴본다. 

2.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식

깊은 보의 단 강도는 주로 strut-and-tie모델을 사용하여 

측되며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역시 

strut-and-tie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리스트 스트 콘크

리트 깊은 보의 strut-and-tie 모델은 Fig. 1과 같다.

Fig. 1 Proposed strut-and-tie model(Tan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Tan 등(2001)이 제안한 깊은 보의 단강도 

측식을 사용하 다. 이 측식은 깊은 보의  역(Nodal 

Zone)에서 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단 강도 측식을 

개한다. Mohr-Coulomb 이론을 이용한  역(nodal 

zone)에서의 괴 이론은 다음 식과 같다(Tan et al., 2001).






′

  (1)

여기서, 과 는 각각  역의 인장 응력과 압축응력을 

나타내며 
′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리텐션과 부착 

포스트 텐션 깊은 보의 경우 는 식 (2)에 의해 계산되고 비

부착 포스트텐션 깊은 보의 경우 식 (3)을 사용하여 인장 강도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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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기서, , 는 각각 주철근과 웨 철근의 단면 , , 는 

각각 주철근과 웨 철근의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는 깊은 

보의 단면 이며 와 는 각각 텐던의 극한 강도와 유효 

강도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각 스트럿과 주철근 사

이의 각, 웨 철근과 수평축 사이의 각, 텐던과 스트럿이 교차

하는 에서의 텐던과 수평축 사이의 각을 나타낸다.   

는 각각 유효 깊이, 보의 윗면에서부터 텐던까지의 수직 거리, 

보의 윗면에서부터 스트럿과 웨 철근이 교차하는 까지의 

수평거리를 나타내며 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로 ACI 319 

기 에 의하여 식 (4)로 계산된다.

  ′ (4)

리스트 스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  역의 인장 응력 

은 식 (5)로 계산되며 리스트 스트가 가해졌을 때  

역의 인장 응력은 식 (6)으로 계산된다.

 

 
(5)

 

 


   
∙


(6)

여기서, 는 수평 철근의 인장력이고 는 의 불균일함을 

고려한 인수이다. Zeng과 Tan(199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를 사용한다.

이 수식들을 종합하여 Tan 등(2001)은 리스트 스트 콘

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



(7)

하부  역은 이축 압축-압축 응력 상태이므로 단 강

도는 다음과 같은 상한값을 가진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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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ship

(b) Compressive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2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concrete for CDP 

(Abaqus, 2016)

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3.1 재료모델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수치해석을 해 유한

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Standard 2016을 사용하 다. 

Abaqus는 콘크리트 해석을 해 세가지 모델을 제공하며 이 

에서 압축과 인장에서 콘크리트의 비탄성 거동을 가장 잘 묘사

할 수 있는 CDP(concrete damaged plasticity) 모델을 사용

하 다. Fig. 2와 같이 콘크리트의 일축 인장와 압축 거동의 

응력-변형률 계를 사용한다. 일반 인 콘크리트의 거동은 일축 

압축을 받을 경우 기 항복응력 에 도달할 때까지 선형으로 

거동하고 까지는 경화구간, 이후는 연화 거동을 보인다. 

경화 구간은 비탄성 변형률에 의해서 정의되고 식 (9)와 

(10)으로 계산된다. 



  


(9)



 


(10)

여기서, 와 는 각각 총 인장 변형률과 총 압축 변형률이고 

, 는 각각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다. 

와 


는 인장과 

압축에서의 비탄성 변형률이다. 

연화 구간에서는 손상 변수가 거동에 향을 미친다. 손상

변수와 소성 변형률은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지고 있다.












(11)












(12)

여기서, 

, 


는 각각 인장과 압축에서의 소성 변형률을 나

타내고 와 는 각각 인장 손상계수와 압축 손상계수이며 식 

(13), (14)를 통해 계산된다.

  










 







(13)

  










 







(14)

해석시 에러를 피하기 해 0


1.0과 0




1.0을 만족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0.5와 




0.7을 취한다. 

CDP모델은 Drucker-Prager의 hyperbolic 함수로 소성

거동을 나타내는데 이에 추가 으로 확 각(dialation angel, 

), 편심(eccentricity, ), 기 이축 압축 항복 응력과 기 

일축 압축 항복 응력의 비(), 인장 메리디언(tensile 

meridian)에 한 두 번째 응력 불변량의 바율() 등, 4가

지의 값이 필요하다. 추가 으로 콘크리트의 강성이 작아지면서 

변형률이 증가할 때 응력이 감소하는 연화 구간에서의 수렴성을 

좋게 하기 하여 탄성 계수를 입력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5가지 매개변수의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arameter Value

 38

Eccentricity 0.1

 1.16

 0.667

Viscosity parameter 0.0001

Table 1 Plasticity parameter values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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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m) (mm) (mm)   (MPa) 

S14

2 700 350 1800

0 0 38.3

0.00337
S24 0.333 0.220 87.4

S34 0.667 0.483 65.1

S44 1.000 0.685 68.8

Table 2 Characteristics of analysis models 

Fig. 3 Configuration of analysis models

(a) Compression

(b) Tension

Fig. 4 Uniaxial behavior of concrete used in the 

analysis models

3.2 유한요소 모델링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의 정확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거동 실험인 

Tan(1992)의 실험과 비교를 진행한다. 16개 실험체  4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단 경간-유효깊이의 비, 

리스트 스와 인장 철근이 단 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 모델의 기본 형상은 Fig. 3과 같고 모델의 세부사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는 콘크리트의 큐  강도이며 는 주철근의 

철근비를 나타낸다. 콘크리트의 실린더 강도인 
′는 큐 강도의 

80%를 취한다. 리스트 싱 비를 나타내는 변수 PPR(partial 

prestressing ratio)은 식 (15)에 의하여 계산되며 리스트

싱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DOP(degree of prestressing)

는 식 (16)에 의해 계산된다.

  


(15)

 


(16)

여기서, 는 텐던의 단면 , 와 는 각각 텐던의 항복 

강도와 텐던에 가해진 유효 리스트 스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거동은 식 (17)과 (18)과 같은 

Carreira와 Chu(1985)의 응력-변형률 계식을 이용한다. 



′




′


′
(17)

 



′

′


(18)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극한 응력에서의 변형률이다.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을 표 하기 하여 Wahalathantri 

et al.(2011)이 제안한 재료 모델을 사용하 고 Fig. 4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를 나타내었다.

주철근과 텐던은 완 소성재료로 가정하 기 때문에 탄성계

수와 항복강도만을 입력하 다. 실험과 동일하게 주철근의 항복

강도는 508MPa, 텐던의 항복강도는 1480MPa로 설정하

으며 주철근과 텐던의 탄성계수는 동일하게 193.5GPa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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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curves of S14 from the 

experiment and the numerical analysis

Model Analysis(a) Experiment(b) (a)/(b)

S14 68.2 62 1.10

S24 149.3 156 0.96

S34 115.7 115 1.01

S44 145.7 144 1.01

Mean 1.02

Table 3 Comparison of shear strength(kN) of the 

numerical analysis and the experiment

Fig. 6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numerical 

analysis and the experiment

하 다. 하 과 지지 에 치한 지지 은 탄성재료로 가정

하여 탄성계수만을 입력하 고 그 수치는 200GPa이다.

콘크리트 보와 지지 은 감소 분법을 사용하는 plane 

stress 요소인 CPS4R요소로 모델링하고 지지 은 콘크리트와 

완  부착으로 가정하 다. 주철근과 텐던은 T2D2 트러스 요

소로 모델링을 하 고 보강재는 콘크리트와 완  부착되었다고 

가정하고 콘크리트에 삽입하 다. Abaqus에서 *INITIAL　

CONDITIONS, TYPE=STRESS 방식을 사용하여 미리 강

선에 인장력을 가한 다음 콘크리트를 굳히고 인장력을 푸는 리

텐션 방법을 모델링하여 리스트 스를 도입한다. 첫 step에서 

리 스트 스를 도입한 다음 이어지는 step에서는 하 에 

하 을 가한다. 포스트텐션 방법으로 콘크리트에 리스트

스를 가하는 경우에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PRESTRESS 

HOLD 키워드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Abaqus, 2016). 

해석 모델의 상부 가력 에 분포하 을  증가시키는 방법

으로 실험체에 가해지는 하 을 모델링하 으며 철근 콘크리

트 깊은 보가 견딜 수 있는 최  하 에 도달하 을 때 철근 콘

크리트 깊은 보가 괴된다고 단하며 해석은 단된다.

3.3 수치 해석 결과

Abaqus를 이용한 S14모델의 수치해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단 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수치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해 강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실험보다 큰 

수치의 탄성 계수와 인장 강도가 수치해석에 사용되었기 때문

으로 단된다. 실제 실험에서의 탄성계수와 인장 강도가 참고

문헌(Tan 1992)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압축강

도의 10%로 인장 강도를 가정하고 탄성계수는 ACI 318 기

(2014)에 제안된 식 (19)로 계산된 값으로 가정하 다. Tan과 

Mansur(1992)의 논문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재료 

강도를 큐  압축강도인 로만 제시되어 있다. 식 (19)로 

탄성계수를 계산할 때 콘크리트의 실린더 압축 강도는 큐  

항복강도의 0.8배를 취하 다. 사용된 실린더 압축 강도와 탄성

계수 모두 설계 기 에서 제시된 수식으로 구한 값으로 실제 

실험의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된다. 

  ×′ (19)

실험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를 유사하게 하려고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8%를 사용하 고 탄성계수는 계산된 기 탄성계

수의 78%를 사용하 다. 수정된 재료모델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는 Fig. 5에 기존 해석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조정한 

탄성계수의 값을 4개의 모델에 모두 동일하게 용하 을 때 

유한요소해석의 계산 결과는 실제 실험거동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므로 기탄성계수를 식 (19)로 계산된 값의 7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탄성계수와 인장 강도를 조정한 후의 4가지 해석 모델의 수치 

해석 결과는 Fig. 6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6의 하 -

변  계로 알 수 있듯이 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체

인 거동이 유사하고 해석 결과가 극한 하 을 매우 유사하게 

측하고 있다. 극한하 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는 

Table 3에서와 같이 평균 1.02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치 

해석 결과는 비교  정확하게 리스트 스트 깊은 보의 단 

강도를 측한다고 단된다.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거동의 정확성을 확인

하기 하여 Fig. 7에서 응력 분포를 살펴보았다. 하 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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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on region

(b) Tension region

Fig. 7 Principal stress contour of the analysis model

질 때 압축 응력은 깊은 보의 하 과 지지 을 잇는 부분에 

발생하 으며 인장 응력은 하부 앙 부분에 발생하 다. 이와 

같은 응력 분포는 압축 스트럿이 하 에서 지지 을 잇는 

strut-and-tie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다.

해석 결과로 얻어진 텐던의 응력과 하 의 계는 Fig. 8에 

나타냈다. 텐던의 응력을 살펴보았을 때 리스트 스를 도입

하지 않은 S14모델의 경우 텐던의 스트 스는 0부터 차 증가

한다. 리스트 스를 도입한 나머지 세 개의 모델에서는 하 이 

가해지기 시작한 시 의 응력은 도입된 리스트 스와 같다. 

S24모델에서는 텐던이 항복강도에 도달하여 휨 괴를 일으키는 

실험과 같은 결과를 보 다. S34, S44모델은 텐던은 항복강

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의 괴로 인한 깊은 보의 

괴로 역시 실험과 같은 결과를 보 다. 

Fig. 8 Load-stress of tendon curves of the numerical 

analysis

콘크리트의 강도가 비슷한 S34모델과 S44모델을 비교해 

보았을 때, DOP의 수치가 0.483인 S34모델의 단 강도는 

DOP의 수치가 0.685인 S44모델의 단 강도보다 작다. 이는 

DOP의 수치가 크면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가 크

다는 것을 설명한다. DOP가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

도에 미치는 향을 더 자세지 알아보기 하여 4장에서 DOP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단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4 측식으로 계산된 결과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에서 리스트 스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Tan 등(2001)이 제안한 단 강도 측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한다. 식 (7)을 이용하여 계산된 단 강

도와 Tan과 Mansur(1992)의 실험 결과를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식 (7)을 이용하여 계산을 진행할 때   라고 가정

하고 평형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반복을 통하여 계산한다. 각 

모델의 최종 의 값은 각각 69.5mm, 54.2mm, 63.6mm와 

64.5mm로 계산되었다. 식 (7)의 단 강도와 실제 실험 결

과의 비는 평균 1.91으로 식 (7)의 단 강도가 실제 단 강도

보다 매우 크다. 

Tan 등(2001)이 제안한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

도를 측하는 수식은 괴가 깊은 보의  역에서 발생한

다는 것을 제로 하여 개된 수식이다. 본 해석에서 사용된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 모델의 경우, 단 철근이 없는 모델로 

부분의 모델이 스트럿 역에서의 콘크리트 괴로 인해 괴

되며 S24 모델의 경우 휨 괴로 인해 괴된다. 

Model Equation(a) Experiment(b) (a)/(b)

S14 144 62 2.32

S24 262 156 1.68

S34 226 115 1.96

S44 242 144 1.68

Mean 1.91

Table 4 Comparison of shear strength(kN) of 

Equation(7) and the experiment

따라서 Tan과 Mansur(1992)이 진행한 실험에서 철근 콘

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를 계산할 때 식 (7)의 단 강도 

측식을 사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다고 단된다. 이 경우 

압축 역에서의 콘크리트의 괴가 고려된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식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면 오차를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변수인 리스트 스의 변화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의 변화를 고찰하기 

하여 식 (7)을 사용하 다.

4. 리스트 스의 향 

수치 해석을 진행한 4가지 모델  S44모델을 기본 모델로 

하여 깊은 보의 단 강도에 미치는 리스트 스의 향을 알아

보았다. Table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콘크리트의 실린더 압축 

강도 
′, 텐던의 철근비 , 단 경간-유효 깊이의 비 를 

변화시키면서 각 변수가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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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본 연구는 리

스트 싱의 정도를 표 하는 변수인 DOP를 주요 변수로 4개의 

모델에서 각각 그 값을 0부터 95%까지 변화시키면서 총 80개의 

단 강도 해석을 진행하고 깊은 보의 단 강도에 리스트

스가 주는 향을 알아보았다.

Model 
′(MPa)  

S44 55.0 2.0 0.00337

S44- 55.0 2.0 0.00674

S44- 55.0 1.5 0.00337

S44-
′ 87.4 2.0 0.00337

Table 5 Characteristics of models for studying the 

effect of prestress

DOP와 단 강도의 계는 Fig. 9에 나타내었다. 기본 

모델인 S44모델에서 제일 낮은 단 강도를 보 으며 높은 

철근비, 높은 콘크리트 강도를 가진 모델의 단 강도가 더 

높았다. 한 단 경간-유효 깊이의 비가 낮은 모델의 단 

강도가 더 높았다. 이는 깊은 보의 단 강도가 철근비,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단 경간-유효깊이의 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개의 모델에서 단 강도는 

DOP의 증가에 따라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깊은 보의 단 강도가 텐던에 가해진 리스트 스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다.

Fig. 9 DOP-Shear strength relationship predicted 

using numerical analysis

본 연구의 주요 목 인 리스트 스의 증가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하여 

Tan 등(2001)이 제안한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 

측식을 사용하 다. Fig. 10은 단 강도 측식인 식 (7)을 

사용하여 계산된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와 DOP의 계를 나타낸다. DOP의 값이 커질수록 단 

강도가 커지고 철근비와 콘크리트의 강도가 커지면 단 강도가 

커지고 단 경간-유효 깊이의 비가 작아질수록 단 강도가 

커지는 등 체 인 경향은 수치 해석 결과와 비슷하지만 철근

비가 더 큰 모델의 경우 단 강도의 수식 계산 결과가 해석 

결과보다 DOP의 증가에 따른 단 강도의 증가가 더욱 빠르다. 

리스트 스의 크기는 텐던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텐던비가 

커지면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는 리스트 스의 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유한요소해석으로 계산된 결과를 살펴보면 텐던

비를 2배로  그룹에서의 단 강도 증가량이 제일 크게 나타

났다. 측식을 살펴보았을 때 텐던의 철근비는 항과 항 

모두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식으로 단 강도를 계산하 을 

때 텐던의 철근비의 향을 더욱 크게 단한다. 한 측식

으로 계산된 단 강도는 수치 해석으로 얻은 단 강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 DOP-Shear strength relationship calculate by 

Equation (7)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거

동을 측하기 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해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와 strut-and-tie모델로 측된 값과 

비교하 다. 리스트 싱의 정도가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고찰을 하 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baqus에서 제공하는 콘크리트 손상 모델과 응력 형

식의 기 조건을 이용하여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다. 기 조건으로 부여

된 리스트 싱은 두 번째의 해석 단계에서 텐던 주변

의 콘크리트로 분산됨으로써 평형 조건을 만족시킨다. 

(2) 수치 해석으로 얻은 단 강도와 실험 결과의 비는 평균 

1.02로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이 비교  

정확하게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

도를 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실험 결과로 얻

어진 하 -변 의 계는 모델링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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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으로 측해 보았다. 리

스트 스의 정도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단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CDP재

료 모델과 기조건을 설정함으로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를 비교  정확하게 측할 수 있으며 오차

는 5%이하 다. 한 깊은 보의 strut-and-tie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를 측하기 해 제안된 수식으로 단 강도를 계산하 을 때 실제 단 강도보다 큰 수치를 

얻었다. 텐던에 가해진 리스트 스의 크기가 커질수록 깊은 보의 단 강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는 상을 보 다. 깊은 

보의 단 강도를 효과 으로 증가시키기 해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핵심용어 : 깊은 보, 단, 리스트 스트. 스트럿-타이, 유한요소법, 아바커스

탄성계수와 인장 강도의 재료 수치를 작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유사한 거동을 얻어낼 수 있다.

(3) 콘크리트 깊은 보의 단 강도에 미치는 리스트 싱의 

향을 살펴보았다. 텐던에 가해진 리스트 스가 커

지면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극한 강도는 

선형으로 증가한다. 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비의 증

가와 단 경간-유효깊이의 비의 감소에 따라 깊은 보의 

단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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