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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사고혜 대한 격남건물 바선형 I챙 7} (1) 

11.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980년대 딸부려 원자로 책 1갑건물의 중요성여 인식되면셔 책 1굽천물획 

극한l...fl압놓력에 대한 혈구7} 전서1쩨척으로 활벌하커1 수행획어 오고 있 

파. 훤자로 격납천불확 극한대압농력옳 평가활 수 있는 분석쳐I체의 수렵 

옳 위해서는 극한내압에 대한 격납천불의 해석포헬렁 밤법과 1:3 1선행 거 

풍을 쩡확하게 I형가할 수 았는 분석셔스템으} 채발이 펼요하다. 더욱이 

PWR행 원자로 격 답건물에 l:l l하여 CANDU행 원자로 격 답건불획 극한l...fl 압능 

혁에 대한 연구는 때우 부찬하썩 기술깨발획 필요성핵 절실한 상황야다. 

따라서 본 연구혜셔는 CANDU형 원자로 척납천물외 극한사고어i 대한 l:l l선 

행 평가방법 ;정립 및 극한l...fl 합능력의 해석척 I헝가방안을 쩌1시하고자 한 

다 

111. 연구 개발의 LH 홈 및 범위 

CANDU형 훨짜로 쩍답구조물찍 퓨한 내합농혁 명까지숲옳 채발하71 위 

환 1차년도획 현구내용 빛 범우l는 다옴과 깥r:}. 

• CANDU형 원천 UPC !청껴사례 및 I협 7}방법 분석 

• CANDU형 구조특정 및 해석포헬 비교분석 

• CANDU형 원천 UPC 분석채폐 수렵을 위한 UPC평가방법 

• 해척포헬 션;청과 S/W 척용성 분석 

• PWR혐 UPC 평가요건 채선올 위한 분석착업 

I짜년도에는 그 풍안 추행환 PWR형 격납컨불휘 극한l...fl 압농협 평가어l 

t:.fl환 혐구내용옳 분석하여 개첼방안을 도출하고 이툴 채선할 수 있는 방 

한윷 o}렴하썩 향후 CANDU형 척납천불의 극한t..ll압놓핵 I형 7}에 반영할 수 

었포록 71틀옳 0]-련하고자 확였다. 01와 함쩨 분헌조사와 분석올 통하혀 

극한내압놓력 I청자사례와 방법학~ t:.fl환 현황울 분석하였다. 법용 구조해 

척 프로그램획 적용성과 촬용성 분석올 수행하였으며， CANDU형 쩍납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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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특J성 분석봐 척;성 해석]표댈확 선;헝혜 대해 겸끊E학였다. 

IV. 연구개밟결과 많 활용어i 대한 건으l 

CANDU형 원자로 격맙구조물휘 퓨한 l..-ß 압능력 I청자71술윷 개발하기 우I 

한 l짜년도획 연구개발쩔파와 활용쩌~ l:ß한 캄획를 요약하면 cl-홉깎 같 

다. 

PWR행 UPC 평가요걷 채선윷 위하어 탬폰휘 해석모텔， 철픈흔드조èl트 

책맙건물의 장Ãßèl-이너 모텔평， 축l:ß j행해석3표펠에셔 텔톤획 포형화 

방환 등윷 분석하였따. 핸폰휘 해석3표헬로는 Reinforcement를 사용 

하벼， 텔돈과 콘크리프 λ}이휘 마찰효과는 첩합요소를 사홈하여 고 

려활 수 었다. 장채èl-이너힐 끊헬령에는 강채I청판요소룹 사용하며， 

폼크리료 l..-ß부오}의 현철부분온 접합요소를 사용하거나 앵커는 쇼표 

렁으로 냐타내고 라이l츄쩔참과 콘크èl트쩔참옳 현체λI커 모텔렁한 

다. 혹때참모텔에셔 톱의 자오선 밥향으로 강패량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해척모텔올 사용함01 El-당하다. 

• CA뼈U형 쩍답건물은 톰 형상여 부분구형이고， èl-이녀논 에폭시라야 

녕시스템이 사용훤다늠 특장 외어1 부분헌Ãl 접합， 71초슬èß효외 흘 

러즈려1스， 슬라이렁 댐웰브혀l인총획 도업과 깥은 구쪼첼 특행윷 가 

칙고 었다. 

극한내압농혁 형7l- 사려1 떻 I청차밥법 분석을 와하여 웰본파 u1국이 

팡동으로 수행한 프라스프혜스 폰크려트 격 1냥칸불획 극한l..-ß 압실혐 

과 해핵t.ll용어} 대하썩 겸토하였다. 검톨철과룹 토대로 척납건물 극 

한l..-ß압놓력 분석쳐1쩨 수립윷 위한 지초짜료가 구홉되었다. 

• CANDU형 쩍납컨물획 유환요소 해석포펠로 축대청 해썩모델과 3차원 

해썩포헬하I 대환 비교분석이 수행되었오며， 격납켈룹으l Ãß료-1:11선 

행 해쩍포텔로 몬드쪼èl트 해석모텔파 철근 및 표리스트려1스 탠폰 모 

텔어1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환석파;정어lλ~ 범용 구조해접S/W획 

척용성과 활용성이 같여 고려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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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Title 
A Study on Nonlinear Behavior of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s 

during Ultimate Accident Condition (1) 

11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ul timate capaci ty of the 

containment structures has been international1y performed since the 

late 1980 ’ s. 1n order to determine a real istic lower bound of a 

typical reactor containment structural capacity for internal 

pressure, modelling techniques and analytical investigation to 

predict its non-linear‘ behavior up to ultìmate capacity are 

required. Especial1y, the in-depth evaluation of modeling technique 

and analysis procedur‘e for determining u1 timate pressure capaci ty 

of CANDU-type reactor containment ìs required. Therefore , model1ing 

techniques and analytica1 investigation to predict i ts non-1 inear、

behavior up to ul timate pressure capaci ty of CANDU-type reactor 

containment for internal pressure wil1 be suggested in this study.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cope and contents are established for first year's 

study of determining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CANDU-type 

reactor containment 

.State-of-arts on the prediction of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prestressed concrete reactor containment 

• Comparative study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ana1ysis 

model of CANDU-type reactor containment 

• State-of-arts on evaluation method of the ul timate pressure 

capacity of prestressed concrete reactor containment 

• enhancement of evaluation method of the u1timate press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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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for PWR containment structure.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Several typical pr‘。blems are considered and solved in this study 

in order to perfor‘없 the structural analysis of PWR containment 

structural capabilities on a realistic basis , e.g. , analysis 

model of tendon, modelling of steel liner, modelling technique of 

prestressing tendon in an axisymmetric model. The prestressing 

tendons can be modelled 'reinforcement ’ If the effects of 

friction between the tendons and concrete are of interest, a 

detai led study using the method wi th interface elements may be 

carried out. 1 t can be appropriate to include the 1 iner in the 

global model wi th steel plate elements connected to the inner 

concrete surface. The connection is either modelled using 

interface elements or by coupl ing 1 iner nodes to concrete nodes 

using spring elements to represent the anchorage. At the dome of 

reactor、 containment structure, the constant cross-sectional area 

。f the truss element cannot reflect the effect of reinforcement 

variation along meridional direction. Therefore, the modeling 

meth。강 solving this problem is reviewed. 

• The CAN‘\JDU-’-τ’-’-’-’ 

part and its liner is of epα~.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NDU-type containment structure are hinge connection in part , 

prestressed concrete basement , and adoption of sliding m앙mbrane. 

• A scale-down test performed by NUPEC of Japan and NRC of USA 

jointly funded Cooperative Containment Research Program t。

investigate the UPC of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structure 

and to validate the numerical method is reviewed and analyzed. A 

basis for establishing analysis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UPC 

was supplied by this work 

• Feasibility study of modelling techniques for axisymmetrical 

VI -



model and 3-dimensional model is performed. Non-l inear‘ models 

for concrete and steel and prestressed tendon are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general pur‘pose program is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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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론 

쩌~ 1 절 연구13ß:;챙 몇 개요 

2003년 2월 영광원전 5， 6호71씌 완공으로 져난 1978 1겹 고려 1호기가 가통 

된 이후 고리썩I 471 , 월성에 471, 영광혜 6껴， 그라고 울한어11 471 등 포두 

1871의 훤자혁발전소71- 현째 국내혜서 운t청 중에 있효며， 울진 5， 6호찌까 

2004'건파 2005년에 각작 준공될 예정으로 건설 중에 었다. 푹1.-U 훤자핵 발 

천소 총 시설용량은 1, 572MWe로서 총 전력발천량의 약 30잃룹 첩유하꺼1 확었 

으며， 서~;잭~ 6우I획 원자력발천소 보유국가가 되었다. 정부에 따료변 。1 u1 7 1-

똥 중이거나 건설 증언 1871획 훨전 외에 오는 2010년찌지 산월성원천， 신 

고~1원천 등이 새로 건설훨 쳐l획아어셔 환자력 사업에 대한 관심어 더묶 증 

대될 첫으로 혜상하고 있다. 

국내 원천 71술은 초71였던 1980 1건때까지는 t:ß봉분올 획국업처I어I 의존하 

고 부분적으로 국내 업채71- 참여하는 수훈아었으나， 1990년때 이후에는 국 

내 업쐐획 참핵 폭울 넓핵 가면서 국내 업체외 쭈도로 발천해 왔다. 이에 

따라 마국아 주도하고 있는 경수로형 원;l.r핵발전소외 ;성우 71술자립화가 장 

량수푼 진척획어 t정황 3 ， 4회 71와 울천 3， 4호71부려 한국표훈행원자력발철소 

(KSNP) 형택로 젤껴l 펼 건설야 이휴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쭈모확고 었는 

풍수로형 원자력발전소확 청우는 ;성수로형에 비하여 쌍대척으로 약칙찌찌 

외국업책에 대한 꺼윷와존5:..71- 높은 편이다. 

풍대사고 발챙λl 사고압력으로 인한 원짜력발천소 격답켠물의 파손홀 밤 

사성불철윷 외부로 누출사쩍 추만휘 천장과 째산에 막대한 효l해룹 초èß할 

수 였오므로， 사고압력혜 대한 쩍답건물획 환천성 확보밤한 연구는 와국핵I 

서모 활발하거1 진행되고 있다[17 ， 18 ， 24]. 미국휘 ;성우 TMI 사고야후 원자로 

책답견물씌 설껴11 1.-U압윷 초과확는 1.-ß 압학어I서 격답천물외 구초척 천천썽어} 

때한 보다 ;정확한 01해획 필요성야 대두되었으벼， 중대사고λ}에도 격 1날천불 



외 건천쩡야 확보되어야 하는 젖으로 지농요켠야 강화되었다. 여어i 따라 며 

국해서논 1980년대 종반에 띠국 월-^1-혁 규;핵l우I원회 (NRC)회 주도하혜 Sandia 

National Lab. 에서 71-압청수로행원자로(PWR)외 창Ãß 쩍답천똘과 PS혼콘크리트 

2책 1납건불울 대짱오로 보형실혐과 셔험천후 분석현구롤 수행하였오며， 현Ãß 

는 u1푹획 NRC와 힐본의 원자력발천71술71구〈애UPEC)에서 격답건물 극한내압 

놓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석해와 규져I요건 쩡럽올 위해 모형셔험을 천행 춤 

C세i 았다[3 ， 24 ， 33 ， 36] . 

국내òJ1Àì는 형광 3， 4호꺼 이후에 천설된 ;영수로혐 휠자력발천소에 대하얘 

쩍답건물획 극한l.，ß압농력어1 대한 분썩을 수행한 바 있으며， 쩌l한척j표로 여 

C내l 판련훤 혈구71- 수행판1:11- 었다[26-29]. 그러나， 아직찌지도 분석방법론이 

청휩되-^1 앓아 훼껴I척인 혜석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아다. 이러한 배 

경하혜서 원자확벌천소 격답우조물와 설체는 특혈하중(대합하중， 총척하중， 

-^1천하중 릎)에 때한 안천성 평가가 대탄학 풍요하벼， 01 라한 평가가 선규 

원자력발천소 인허가시 심사함폼에 포함퇴여 있는 설청어지만 현쩨짜-^1 

내에서논 원짜로 격답구조물획 특별하중에 대한 안천쩡울 평가한 ;썽합이 없 

71 때문에 아에 대한 기술 축척이 사급한 실청어다. 더욱야 중수효형 원자 

력발천소외 격답청불의 극한l.，ß압능력에 대한 연구가 상대척으로 부진하썩 

지술째밭빽 훨요꺼덩이 철실한 상황이다[25 ， 30 ， 31 ]. 

따라서 불 현구빡셔는 CANDU협 원-^1-로 책답건풀획 극한사고에 대한 1:1 1 첼 

형평가방법 ;정립 많 극한대압농혐 해석척 I형 71-방한윷 ;제시하고자 한다. 01 

위핵 3년어f 쩔쳐 다옴과 깥은 혈차별 현구폭효표룹 71--^1고 혈구롭 수행하 

고자 한다. 

1차년포혜는 그풍함 수행훤 PWR행 책 1갑건풀외 극한대압놓력 I형 71-에 대한 

혈구내용을 ;분석하핵 깨선방한을 포출하고 이를 채선할 수 있는 방혈옳 따 

현하여 향후 CANDU형 격납건물띄 극한l.，ß압농혁 I형가에 환영할 수 있쪼록 71 

툴옳 따련하고짜 한다. 01와 합께 분헌조사와 분석올 통하핵 릎한내압놓핵 

협 71-사례와 방법에 대한 현황울 분석하고자 한다. 범용 구쪼해석 프로그램 

n 
ι
 



획 쩍용성과 활용성 분석올 통하여 여~ l:ll모펠윷 f표출하고， CANDU혐 격답천물 

획 특성 분석과 쩍쩡 해석포텔외 전;청에 대해 참토하고짜 한다. 

2차년도에는 1차별도어}서 수행된 혈구내용울 바탕으로 하핵 CANDU형 격 답 

견불으1 l:l l선혐해썩어I 척합한 구조해썩모텔을 책λI하고， l:l l 선행 I청 7}-방법울 

쩌I셔하고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척정 유환요소해석 모펠획 7n발과 함찌I 겸 

총착업 φI 병행활 여~;정이다. 

본 연구획 최종년도얀 3차년도에는 극한사고핵11 t-n한 Parametric Study룹 

수행할 여I 장어다. 압협단켜}혈， 불혈속-^1 참외 국부해석 풍획 해석윷 수행하 

여 전행된 사혐첼과틀과의 l:l 1교작업을 수행활 여IP청이다. 이와 함쩌~ CANDU형 

컵남건물의 극한내압놓력 해석척 I청가방안올 폐λ1하고착 한파. 

-^11 2 철 1차1견도 연구L-H용 및 범후I 

CANDU형 원짜로 책납구조불외 극한 Ln압놓력 1챙 7}-가솔옳 7n발학71 위한 1 

차년포획 현구내용 및 법워논 다음과 같다. 

• CANDU형 완전 UPC 평가사례 및 명까밤볍 분석 

• CANDU형 구조특성 몇 해석포헬 비교분석 

• CANDU혐 훤천 UPC 분석훼겨I 수립을 위한 UPC평가방법 

• 해석포텔 선;청과 S/W 척용성 분석 

• PWR형 UPC 평가요건 째첼올 위한 분석작업 

1짜년포에는 그 동안 수행된 PWR형 척 납껄불와 극한내압농력 1헝가혜 대한 

혈구Ln용옳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I률 7n섣활 수 있는 밤안을 마 

련하핵 향후 CANDU형 격 1납건물획 극한내압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71 

툴율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와 함쩌l 푼헌조사와 분석올 통하헥 극한Ln합놓 

력 평가사려I와 방법어I 대한 현황윷 분석하였다.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획 

쩍용성과 활용성 분석윷 통하여 학I벼포헬올 도출하고， CANDU행 격 1냥껄불확 

폭성 분석과 척첨 해석모텔함 션청에 t-n해 검토하였다. 

n 
。



제 2 장 경수로형 격납건물의 LH 앓능력 평가방법 개선 

방Ef 

제 1 철 재 요 

;정수로혐 척 1납펀불확 퓨한하풍에 대한 ~H압놓혁 X챙 7}에 대한 혐구는 외국 

어l셔는 격 1납천물획 축소보형어I 대한 실종사험과 함책 수쩌해척척 연구가 병 

행되면척 매우 활발하껴I 펀행퇴고 있으며 [3 ， 11 ， 15 ， 18] ， 국내획 경우 ;쾌한쩍 

어었지딴 수치해석척 연구가 수행훤 바 있다[10，잃-29 ， 32]. 그 동안의 면구 

철과룹 살핵보면 7}창 주목할 만한 헛으풍 u1국의 SNL파 힐본외 NUPEC야 주 

환하썩 수행학코 었는 프려소토려I스 콘묘2.1트 격 1냥건물(PCCV) 1/4 축소포펠 

의 내압해석에 대한 실증시혐혈구7} 있다[3 ， 24 ， 33 ， 36] . 

따라서 본 혈구에셔는 국내어l서 그 통만 수행휩 ;성수로형 춰 1냥건물외 ~fl 

합놓려 병까 연구에셔 u1진하다고 판탄휩는 항목틀에 대한 검토와 함쩨 이 

에 t:fl한 채선방안윷 PCCV 1/4 홉소포텔외 ~fl압책석에 대한 실종사혐혈구획 

철과를 분석올 통학얘 쩌IλI하고자 한다. 구체척으로 첨토된 항폭온 

Prestressed Tendon의 해석모헬， 훨푼훈훈드조2.1프 격답컬불 창채 라이너~ 

텔링， 혹대청해석모텔에서 Tendon획 포혐화 풍이다， 본 혈구어I서 쩌I셔훤 7fl 

첼방한은 향휴 CAND김형 격 1날켠물획 극한하중에 대한 l꺼압농혁 I청 7}면구획 

수행혀I 반영 λl 쩔 혜;정。1 t:}. 

쩌J 2 첼 Prestressed ’Tendon씩 해석모텔 

1. Curved Unbonded 램폰획 특성 

훤.Ã}핵 밥천소 쩍 납천불과 깥운 벽쳐~-둠 구조물휘 ;청우 7￥셜척으토 발챙 

활Äl포 보료는 섬착한 사고로 언한 극한 ~fl합에 척합하71 위한 최종 방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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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쩍활올 하71 위해 일반척으로 탠돈이 조벌하꺼11 l:l fl픈훤 프라스프려I스 

트 콘크퍼트 부채로 여루어져 았다. 이로 한해 PCCV와 같은 격답건물에서 

극한대압획 약 70% 정도를 탠돈여 부담한다는 사설은 수쩨산윷 통해서포 손 

쉽채 여f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았다탐4]. 따랴서 렌폰으} 거동이 척답건불 

천챔획 버전형 거동에 -^laH척힐 t정함올 u1찬다고 불 수 있다. 그랴므로 척 

맙건물의 극한 대압윷 청확히 평가하고 비선형 거봉옳 ;셔11 t:H로 여l측하지 워 

해서논 탠돈 -^};제1 뿐만 아다라 탠폰과 콘크리트 사여회 상호 작용에 대한 

청확한 포텔렁이 필요하벼， 특히 원통형 벽훼어I 배근된 탠폰획 지본적떤 거 

통 특성인 따찰에 따른 손실량휘 보다 사실척헌 예측이 요구된다. 

쩍맙 천불은 사공 창와 문져1점 풍으로 얀해 거와 대부분이 post

tensioning 셔스템의 도입으로 사공되며， 이는 다시 수I스관 대부획 충전~H 

7} λI멘프 펙I여소트냐 혹은 그:a1스냐에 따라 각착 bonded와 unbonded 땐폰 

으로 냐누어찬다. 어 71셔 고퍼스로 쉬스환 대부가 채워지는 unbonded 핸폰 

외 경우 렌폰의 배근 profileó 1 곡선일 ;정우 그랍 2.1과 같이 마촬혜 획한 

찬장력 손실이 발챙한다. 

F1 

Tendon 

F, 
F2 '" F, - dF1 f•&• 4 

ζL힘 2.1 Curved unbonded 텐폰 

건참혁 손실은 三굿거1 프프퍼스트레스 도입 칙휴에 발생하는 즉시 손살과 어 

느 청도 서깐이 ;성과한 후 일어나는 장71 손실로 나눌 수 있는데， 도업 작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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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손실로는 E1astic shortening, 렌돈과 쉬스관 사이의 Frictiona1 10ss 

및 청 착부의 Anchorage s1ip에 의 한 손실 등을 들 수 있고， 서 칸 ;성 과에 따 

른 장기 손실로는 콘크리트외 Creep, Shrinkage와 텐돈의 Re1axation에 의 

한 손실이 가능하다. 

Post tensioning의 경우 E1astic shortening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쩨 

외하고 마찰 손실( fr、 iction 105S)과 정착부 슬럽 (anchorage s1ip)만이 고려 

된다. 또한 극한 내압 산정은 시간의 경과에 의한 내구적 파괴가 아니라 단 

기깐에 발생하는 따펴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얘기서는 장기적인 손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찰 손실 및 정착부 슬럽에 의한 손실량 계산 

을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 6장의 채료 모텔 중 탠돈 모텔을 참고할 수 

있다. 

2. Interface 요소의 적용성 및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ost-tensioned unbonded 텐돈에서 긴장력 손실 

은 크게 마촬 손실과 정착부 슬럽에 따른 손실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었는 

데， 재료 모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착부 슬립은 렌폰의 profi1e에 따라 

마찰 손실량을 먼저 산정한 이후 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계산되어진다. 따 

라서 마찰 손실량의 정확한 체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격답 천물의 경 

우 원통형 벽체l 둘례를 따라 텐돈이 배근되므로 마찰 손실로 언한 긴장력의 

변화량이 전처I 손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찰 손실량이 체산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쉬스관의 국부척인 앵글 변화에 따른 따상(wobble) 마찰 손실 

량을 무시하면 다음의 이론식으로부터 마찰 손실량을 칸단히 체산할 수 있 

다. 

P(B) = Poe- μ8 (2.1 ) 

이 식은 대부분의 PS 구조물의 해석， 설계 시 널려 사용되고 있으며， KINS 

( O 



애셔 1997'''2001 사야에 수행한 “훤자로 격 1냥건불 극한t-fl 압농혁 분석방법 채 

발” 과;헤어l서도 마찬7}Ä1로 해석 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식은 텔폰 

profile외 착 변화에 따륜 마찰로 인한 깐장력 손실윷 야폰척으로 찬략확한 

식으로서 탠돈이 한성 쳐풍옳 나타댈 청우에만 유효하며， 부분척으로 텐돈 

이 함복창도홉 1경어 소성 영역에 이르쩌나 마찰로 인한 슬립량이 푸λl할 수 

없올 정도로 콜 ;껑우 이 식으로부터 설쩌11 o}촬 손실량올 챔확히 모사하는 

떼어l는 한쩨가 있다. 

따è}서 극한상태에서의 o}찰 손실량윷 보다 청확학 I청 7}하지 위해셔는 

실;랙1찰만 슬립 꺼동아 가λI척오로 구현되어야 하며， 어를 위해 유한요소해 

석 시 콘표è1트 요소화 PS 핸몬 요소흘 채7fl외 요소로 구분하여 셔로 다른 

촬점윷 갖는 젖효로 정의하고， ζ조 사이에 솔렵 효과7} 반영될 수 있는 별도 

획 Interface 요소룹 도엽하고 비선형 구성 (constitutive) 관폐를 정휘하핵 

콘굽è1트 요소와 절첩과 렌돈 요소와 절참을 01 Interface 요소에 령묘사켜 

해석하C셔야 한다. 

현쩨 대부분획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햄에셔는 이 Interface 요소거 t-flÃfl 

확어 있어셔 첼끈과 콘묘려트 사01획 부착-숨렵 거풍 또는 텔폰의 n}찰 손 

실 풍윷 모텔렁하t셔 해석하는 껏이 가놓하며 낼 èl 샤용되고 있다. 이와 짤 

은 Interface 요소{혹온 F페ction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텔E정할 ;썽 

우 ζJ립 2.2와 같야 Fr‘ iction 요소로 현철하고자 하는 푸 요소， 홈 혼3.è1 

프 효소와 텐폰 요소7} 서로 다룬 철점을 자지도폭 Mesh자 1-}~1어져야 한 

다. 

아와 참은 야유로 탠돈이 춤춤히 lifl근훤 원자력 격 1갑 건불과 같은 구조풀 

Oil서 벌도획 Interface를 요소롤 도업하여 유한요소 모텔E섬할 경우 텔톤회 

칸쩍에 맞추어 콘크리트 요소를 분할해야 하므로 Mesh자 불펼요하쩨 쪼벌해 

쳐 반복해석올 수행하여야 하는 Bl선행 해석 λl 핵석시칸야 기하급수척으로 

증가하는 문저1점윷 유발한다. 또한 채구부나 톱 부분에서는 핸폰획 lifl곤 행 

장이 더 북참하71 때문혜 롤묘èl트 요소률 텔폰의 l:lfl근 위치 C에l 맞추어 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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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Interface 요소를 사용한 모델렁 시 다 

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격납건물을 유한요소로 모델렁할 

、
、

、

、

、
、

、

써
쩨
 

때
 

에
 

e 
향
 J메
 

”
M 

샤
”
 

뼈
 뼈 

않
 없
‘
 

야
 냐
비
 

懶빼
 

FLr

’ 
I
t，
、

그림 2.2 Friction 요소의 모텔렁 

경우 Interface 요소의 도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시칸상의 쩨약으로 인해 

해석하기가 어렵게 된다. 

3. 텐돈의 긴장력 손실 산정 방안 및 적용 

Unbonded 텐돈 중에서 curved 텐돈의 경우 마찰 손실량이 전쩌l 긴장력 손 

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선행 해석을 통해 극한저항력을 정확 

히 펑가하기 위해서는 마찰 손실량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유한요소해석 시 전체 구조물의 모 

델렁 자체에 Interface 요소를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텐돈의 정확한 

g 
u 



흔실량을 싼정하71 위해 천혜구조불 단체가 아단 요소단체， 예룹 틀악 원통 

형 책팝 천물와 특;헝 높이에서 자륜 한변에 Inter‘ face 요소롭 도압하고자 

한바. 다λI 발해 척 1갑 건물에척 탠톤의 손실량 변화 특성을 때표활 수 있논 

대표한면3프로 판단되는 몇몇 단면(원통형 벽체I외 특;정 단면， 롬 부분에서 

탠돈 profile야 다른 한변틀 풍)율 선쩡하여 천체I구쪼물01 싹닌 01 특쩡 한 

변윷 유한요소로 모텔렁하고 Interface 요소룹 도입하고자 한다. 

고힘 2.3은 격맙 건물에서 원통형 벽체부분의 특정 한변옳 분~l하ζ랙 C셔 71 

혜 B~끈된 Hoop 탠폰011 Interface 요소(또는 F’riction 요소)를 나타내는 스 

프령 요소자 도업훤 유한요소 모텔을 나타내고 었다. 고립 2.3에서 불 수 

었돗φI 텔폰 요소와 콘크리트 요소가 서효 다른 절점에서 스프링 요소와 현 

결되핵 있움올 알 수 있다. φ}와 촬01 특정 단면어ij Interface 요소률 도입 

할 청우， 고려되는 단면획 슬럽량 분포는 직접척요로 구할 수 있지만， 01 

단변에서외 술럽량이 구조불획 다른 형역 또는 전폐 구조풀어ij nl~l쓴 효과 

는 반형활 수 없찌 되는 분쩨점01 았다. 그러냐 슬립량여 천쩌I 구조불획 극 

한하중 쩌I산떼는 아푸런 형향올 111치 -^l 못하기 때문헤 이 과쩨획 궁극쩍얀 

목표인 극한하중회 산청에 었어셔는 이와 같은 단순화까 전혀 문폐가 되지 

않윷 젖으로 함단되프로 Interface 요소률 도입하71 휘한 대안으로 효율쩍 

으로 척용훨 수 았올 껏으로 사료된따. 

위에서 설r챙한 특;정 단변에서합 11}-촬-솔립 거똥으로 인함 손실량 변화블 

혈아보71 위한 해작 풀로셔 창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나， 01 팍쩌I어lλ~ 

는 F‘riction 포헬을 암외외 함수삭j프로 청의 가농하도록 하고， 텔톤야 콘크 

리트 요소 1-~부툴 통과하는 모텔링 01 7}-농학포록 하71 위해 저ij 5장어I서 설 

t청될 유한요소Æ펠 풍 탠폰 j표헬에서 언급된 embedded 포펠혜 71반윷 푸어 

쩔갚과 룡표~1트 사01휘 부학-술렵 쩌통 해척윷 위해 Kwak 풍어l 획헥 채발 

된 알고리즘울 보완하여 탠톤의 11}-촬-슬립어I 따폰 깐창혁 손실량올 형카하 

고자한다. 

야릎 이용하여 추후 다양한 한변에서의 Parametric 현구릎 통해 탠폰휘 

Q 

υ
 



마찰 특성， 텐돈 Profile의 기하학적 형상， 긴장력의 크기 등의 상호 연관 

성을 파악하여 관계식을 도출하고， 유도된 관체식을 토대로 상용프로그램의 

훌 

폈앙월함 te繼흉앓 t짧lS짧 훌I활혔I췄앓t) 

(cr，합$훌 훌뿔쫓ti합빠옳i 윈ea:339.3mm2) 
황혀￠었했n 훌~eme앓f 

g 
@g 

i 

앓훌i혔f싫r힐홉빼 CODcrete 
{짧월1뚫‘layerd shel1 element) 

γL 

그림 2.3 특정 단변에서 Interface 요소의 도입 

입력데이터로 사용(해당위치에 계산되어진 손실 긴장력을 직접 입력)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curved 탠돈이 배근된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 

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한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부착모델은 철곤의 절 

점과 콘크리트의 절점을 연결하여 두 절점의 상대적인 변위 차이에 의해 부 

착슬립을 표현하는 Bond-l ink element 와 철근 주위에 미소한 슬립영역을 

두어 이 영역에 의해 부착슬립을 모사하는 Bond-zone element의 두 가지 부 

류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소틀은 부착슬립을 모사하기 위해 철근 

과 콘크리트의 인접변에 2중절점 {double nodes}을 사용하어 그 상대적인 변 

위 차이를 계산해야 하는 관계로 구조물을 유한요소로 모델렁할 경우 절점 

의 수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구조물 사용할 경우 절점의 수가 크게 증가함 

은 물론 구조물 모델렁 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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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서 자유도(degree of freedom)획 수와 밀첩한 관체에 있는 대형 구쪼 

물의 해석야1-} 풍책해석 풍에 있어셔 푸착솔립의 효과를 고려하는 첫은 켜 

획 불가능하폐 된다. 이러한 분저l참윷 극복하71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철근파 

부착과확 험의 평형관껴I와 Condensat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01종철점을 

사용하지 않고 부착슬휩옳 고려할 수 았는 혜성모텔옳 쩌l안하였다. 국부 부 

포텔(그림 Zulfiqar확 F‘il1ippou어I 와해 ;핵}한훤 확솔렵윷 표Eλ}하71 위해 

2.4 참조)옳 사용하였으며 본 면구에셔 깨발한 해석모텔의 유도착청은 다옴 

~ 
~ 

과갈다. 

고렴 2.4 부착용력-부짝슬립획 환껴l 

요소 내에 품혀 있다고 자창하면 촬 :l힘 2.5(a)확 같01 철근이 콘표~l 

폰획 요소률 콘크~l트로부터 분~l하핵 고립 2.5(b) 빛 (c)화 칼아 표현활 

수있다. 

이 모텔어1서 부학슬렵은 71본책으효 Bond-link element어I 획해 모사훤다 

묘 7};정화였j프프로 먼저 ζl럽 2.5(b)에서 볼 수 있돗여 폰크려트와 철픈획 

변형을 변형올 포사하71 위한 2충철첨올 7};;성하여 참 l과 3은 폰크리토회 

나타\"ß포록 하고 점 2와 4는 철릎획 변형올 나타\"ß도록 하면{그합 2.5(c) 

(2.2) 

참조) 철폰과 부확사이획 관껴l를 다음획 환체작으로 표현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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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2.5 부착슬휩을 찾논 훨갚모텔 

(2.3) {뚫}=[廣않]-{찮} 

또는 

AE/l로써 철근외 장성윷 나타내벼 함 = EbIIdbl/2로쩌 철근과 I챙행 애 7J서， 월 

철갚윷 각깎 의 o} 나타낸다. 또한 c는 콘크퍼 한 홉획 부확창성 

한다. 

고려하-^J 않올 ;경우(perfect bond)는 콘묘리트와 철근회 변위 부참숨럽 

고f쩍활 ;정우는 한 점에Àì 철릎과 콘크려프획 변 7]- 폼알하-^l 딴 부착촬휩 

그려나 어느 ;성우에 있어서도 폰크i!}프 요소외 업획외 우17]- 다프꺼I 된다. 

한 참t꽤λ~ 폴크펙트의 변혐온 할 수 있으프로 위휘 식 (2.3)혜셔 첼곤의 향 

올 용혹(condensation) λl 컴으로써 부학술립을 고팩한 콘드조i!l트획 변우l 항 

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2.4) {pc*}= [K;때 • {dJ 

여기서， 

(2.5) 

(2.6) 

{pJ= {Pc}- [Kcs] . [K꾀 -1 • {Ps} 

[.F.잖] = [Kccl … [Kcsl • [l(꾀 1 • [Kc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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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J . kbi . kb~~.r\~ll=[짧s (2.7) 
. (k~i+k~j) + ~i~~; - L 1 1 J-

위획 식 (2. 7)에서 볼 수 있돗야 부학술럽외 효과가 고려훨 경우 첼근획 

등71- 강성이 감소하벼 환천부착오1 :;설우는 웰반 르러스 요소룹 사용한 철근 

의 장성과 통웰학체 휠을 얄 수 있다. 따라서 식 (2. 7)획 등가 창성행헬윷 

앞쩔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èl- 천쩌} 확표계로 쳐환하여 콘드조èl트획 캉J덩어’ 

합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회 요소장성윷 구성하체 훤다. 한현 식 (2.3)에서 

용축환 철갚확 변행향은 콘크리트의 변형옳 껴I싼한 후 철첩획 평형관쳐1 

(equilibrium)확 척합성 (compatability)율 이용하랙 각 쩔접와 부학술휩파 

첼근의 변형울 산청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제한된 해썩기법에 포대를 푼 첼 

끈획 킬이에 따푼 부착슬립 꺼동 동 보다 자세한 사함은 함고문헌 [7] 에셔 

볼수 있다. 

국부확표껴I에서 구성된 폼크라토획 채효행렬은 치환행혈울 이용하여 천처I 

좌표껴I혀l서획 롬드Lèl트 재료행혈로 구성확며 변형률 행혈을 팝함j프로써 폰 

크èl흔획 장성행렬옳 구쩡한다. 전체 창성행혈윷 구성학는 밤법윤 알반척만 

유한요소해석휘 ;정우와 통일하며， 부짝슐럽이 고려된 철곤(식 (2.7) 참조) 

의 쯤가 강성행혈과 콘크리프 장성행렬힐 합으로 표현훤 철갚혼긍쪼균1트 요소 

의 캉쩡행혈윷 식으효 표현하면 다읍과 같다. 

I때 etem: j[뻐 T • [ÐGL] c • [뭐 dV+ 할([패 )i (2.8) 

부째획 길어방향으룹 배근된 하나획 첼곤며 분할환 콘크리트 요소어I 획해 

%째의 철근요소로 우쩡퇴어 았다고 가창하면(그함 2.6 참초) , 식 (2.3)혜서 

웅촉훤 2번째 혈획 철도F획 i청형환껴1로부터 옆회의 k-번째 철픈휘 관펴}식은 

다읍과 찰이 구성확어 전파. 

{LlPs} k= [Kcs} k • {Lldc} k+ [ K꾀 k • {Ll따}k (2.9)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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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에 뼈meot' (erier d';fo빼뼈~) 

그림 2.6 RC 구조물의 이상화 

위의 관체식을 절점 4(그림 2.5 참조)의 힘과 변위에 대한 관계식을 재정리 

하면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짧 r=1 때 k. { ~짧 r- I돼 k. { ~앓 r (2. 11 ) 

여기서， 

r - (κ + k bj ) κ . (kbi + k bj ) + k bi • k bj lk 
[때 k_ 힐 t -1 ks+ kbi 」 (2.12) 

r 1 κ + kbi 1 만 
| κbi. -τ_. IlIbj I 

[R]k=1 ιω | (2.13) 
| ζ암 o I 

ks 
~ 

I 

또한 인접한 두 철근요소의 연결점혜서의 평형관계와 적합조건j프로부터 

식 (2.14)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벼 여기에 식 (2. 11 )의 구성방정식을 매 

입하여 정 Bl하면 식 (2.15)의 관계식으로 채정리되고 이러한 과청을 k-1 , 

k-2 , … 2, 1까지 계속한 후 k+l을 π까지 확장하면， 철근의 양단을 모사 

하는 최초의 철근요소 ￠단과 마지막 철근요소 j단에 대한 관체삭과 이 양단 

까지의 힘의 전달매체를 나타내는 각 쩔점에서의 콘크리트 변위향외 항틀로 

표현된 식 (2.17)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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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r
1

={ 그옳했=김1 ~ ] 않짧 r [해 {~짧 }k (2.14) 

{寶r
1

[잖 k • {짧퓨 I펴 k {3앓 r 
c셔 71서 [ Q] k = [S] [ Q] k , [R] k = [S] [R ] k 

{~짧 r+ 1 

[잖 k { 3짧-[회 k { 3앓 r 
[펴]k. [Q]k-1 않짧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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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착 절점의 혼콘크리트 변행은 71좀획 1:1 1션형 유한요소 해석올 통혜 앞고 

있는 앓이므로 철도콘 양 월단의 두 힘획 성분과 푸 변행성분띤 4채획 01-^1수 

가운떠I 두 7H의 머지수릅 알 청우 위획 관켜l식을 이용하여 철근요소획 블단 

어I 힘과 변위에 관한 ;성보룹 혈을 수 였으며 삭 (2. 11 )획 판;책l식으로부터 

훈짜척으로 첫 번째 첼근요소부터 01-칙막 훨갚요ζ싶어11 01효는 착 요소회 펼 

점어1서획 변위와 부착술립 및 철근의 부ÃH혐올 싼쩡하쩨 펀다. 혹혀 주어진 

콘三쪼흘l트와 변형향으로쭈펙 첼곤획 체통올 산청할 쩡우 부착 몇 철근외 장 

성은 앞으} 확종단껴l어1서 헐어진 값올 71초로 한 젖으로 판약 짜;정휠 철근과 

부학관계에 대한 강성이 변화할 청우 한복했석옳 통해 최좁척먼 촬푼거 

산;청하꺼l 훤다. 

7H발훤 알고è1즘의 참증을 위해 프레임 구조와 대표쩍 부분안 보-껴풍 접 

합부 C정역에셔 횡확충과 철근;정확핵I 따른 거똥을 분석할 폭척으로 

Viwatanatepa 등에 획해 실험되고 수차해섞 표E탤와 참충 λ1 1웰:e1 여용확는 

- 15 -



시험결과를 예제로 사용하였다. 본 예제해석을 위해 사용한 첫 번째 시험쳐1 

는 #8의 철근이 중앙에 배곤된 폭이 25in(63.5cm)이고 쩡착길이가 철근직청 

의 25배인 사험체로 한쪽 끝에서 단조증가 인발(Pull-out) 하중이 작용하는 

시편(Al )이고 두 번째 시험처I는 동일한 단면과 철근배근에서 Push-Pul1 하 

중이 양단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시편(A2) 이다. Al과 A2 혜저I의 재료상 

수는 실험에 의해 얻어진 값으로 콘크리트 압축장도는 각각 

4 700ps i ( 330kgl cm2 
) , 47 40ks i ( 333kgl cm2

) , 철근 항복강도는 68ksi(4780kgl 

cm2
) , 항복변형률은 0.23%이벼， 변형경화 탄성계수는 411ksi(28893)kg/cm2

) 

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착슬럽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상수는 본 

예쩨의 실험을 통해 산정훤 μ1=0. 02756in(0. 07cm ), ~=O. 07874in(0. 2cm) , μ3 

=0. 2756in( O. 7cm) , Tl=2350psi (165kg/cm2
) , T3=870psi (61kg/cm2 )의 값을 각각 

사용하였다(그림 2.4 참조) . 그밖에 부채 양 품단의 부착파꾀 거동은 중앙 

부와 차이가 있으나 수치해석상의 편외를 위해 모두 동일한 부착거동을 갖 

는다고 가쩡하였으며 나아가 콘크리트외 변형은 본 예제의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파펴는 부착솔럽 꺼동에 의해 충 

분히 모사되벼 나아가 캐발된 알고리즘외 검증을 위한 단순화와 기존 연구 

쩔과와외 동일한 경계조건을 위해 예쩨해석 사 이를 무시하였다. 

단조증가 언발(Pull-out) 하중에 대한 예쩨 해석 결과와 71존의 다른 연 

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본 연구에 의한 결과가 실험치와 잘 일치하는 거동을 

보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펀 철문항복 이후의 거동에 있어서도 

상때적으로 다르케 꺼동하는 부채의 필란을 수치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중앙 

부와 통일한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 차이에 의해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약깐외 차이가 나는 것 이외에 부채의 천 구간에서 좋은 결과를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림 2. 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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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nd Stress=~앉 ksi 

그림 2. 7 단조중가 하중에 의한 꺼통 (lin=2.54cm, lksi=70.3kg/cmZ
) 

제 3 절 캉채 라이너외 모델렁 

경수로형 격납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Liner Plate는 6mm 두쩨의 강판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주방향으로 38cm 간격으로 배치된 수직 L-형강에 의해 콘크려트 벽 

체에 정착됨. 겉면은 보호도장재로 도포됨. 

벽체 콘크리트 타설시 내측 거푸집 역할을 해야 하므로 107cm 간격으 

로 보강재가 L-형강에 용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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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1날건똘획 극한L-fl압능력을 명가하71 휘한 유한요소모텔펌 과;청에셔 알반 

척으로 가장 널t!l 사용확는 방법은 콘크려프 벽쳐1와 라이너 플레이트씌 일 

촬점 공유사5댐 일책로 거몽하제 모형화하는 방법이다[22 ， 34 ， 37] . 격 1납펀 

2차원 춤대칭구조물로 모형화하는 ;청추 략이너 폴려~ol르는 막요소 

(Membt‘ ane Element) !E.눈 홉대청웰요소(Axi ‘symmetric Shell Element)룹 사 

용한다. 그럼2.8은 바선행 유한요소해썩옳 위한 철곤콘표t!1트 벽펙와 참째 

라이녀외 모텔링을 Layer El ement로 나타댄 혜룹 보여추고 있따[22] . 또한 

그힘 2.9확 二l럽 2.10은 착착 구조해석과청혜서 강-^fl t!}야너획 t성향을 나타 

대고 있다. 즉 캉-^fl 라이너휘 영향을 고려학였을 ;쩡우와 고력하Ä1 않었을 경 

우 벽쳐l휘 수직방향 탠돈응력 변화와 톰 텐돈웅력 변화를 컴토한 철과이다. 

고럼어I서 보면 강-^fl t!}이냐의 고려여부논 텔돈응력에 약찬획 차φl를 보C헤품 

올 얄 수 있다. 위에셔 현급한 방법은 t!}ol녁 플레이트휘 강성올 실제보다 

쿄쩌i 평가하켜I 확며， 극한L-fl 압핵I 획한 라학l츄 풀핵l야트획 따혼과 갈은 국부 

책씬 손상옳 나타내는데 적합하자 않은 첫으로 I청자환다. 

긍}이너 풀려}이토와 국부쩍인 거똥이나 손상청도를 검토하기 위핵셔는 보 

다 혈멀한 해석확 수행이 펼요하다[13 ， 35]. 이활 위해 t!}이녀 플팝l이트의 

채선된 모텔령 방볍으로 ‘Anchor Model as Spring’ 이 었다. 캉-^fl t!}이너의 

모텔렁에는 장-^flI협판요소를 사용하벼， 롬균El프 L-fl뿌와의 현철부분은 접합 

요소룹 사용하거나 앵커는 스프링으로 나타내고 E}이너쩔첨파 콘크t!l트철첨 

을 현폐사펴 모텔렁한다[13]. 이 밤법은 PCCV의 국부척얀 검토에 활용하71 

위핵 JAPC화 HSE/NNC헥서 사용한 방법이다. JAPC에서는 DIANA프로그램올 활 

용확핵 라야너 플떼야프를 ‘Anchor Model as Spring’ 로 모형화 함으로서 호 

다 살책와 까첩도롬 묘사하였으E랙， HSE/NNC에서는 ABAOUS프로그햄을 사용하 

여 쩍시 통일한 밥법올 사용하였다. 

표 2.1은 PCCV 1/4 촉소모텔시혐에 함￠셔한 세쩌~ <:셔러 71관에셔 랴아녀 

행l야프확 모혐화해 사용한 방밥을 요약하여 냐E}밴 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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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on stress 225 ____________ ‘----.---------------‘ 
(ksi) 2a2.5 ksi=Fp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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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훌tl。 

훌.0 4.0 P/P. 

Comput!훌rr훌IUIt톨 

P.=47 pslg 

그럼 2.9 라야너의 영향 고려여부와 응력비 변화에 

따른 수직 프리스트례스 탠돈 응력값외 변화 

fp 

Tendon stre훌s (ksi) 225 
222.5 ksi = F 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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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ratio 

Comput양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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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라이너의 영향 고려여부와 웅력비 변화에 따른 톱 

프려스트레스 렌돈 응력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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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표 2.1 라이녁 플랴l어트 포형화 방법획 l:l l쿄 (SNL PCCV 1/4포텔사혐) 

참가기관 해석프로그램 
격납건불펴 라이너 쓸러}이트의 

5:.텔링방법 모펠령방법 

ANL TEMP-STRESS 2차원 홉대청웰구조 offset membrane 

2차원 축대청 -
AECL ABAQUS 

3차원 4-node membrane 

CEA CASTEM2000 2차원 축대청 shell 

EDF ASTER 촉대청웰구조 shell 

INER - 3차원 3차원 shell 

IPSN CASTEM2000 3차원 shell 

3차원 shell 
JAERI -

2차원 축대칭웰구조 shell 

FINAL 3차원 shell 

JAPC DIANA 국부해석 anchor as springs 

MARC 국부해석 -

KINS DIANA 3차원 shell 

3차원 shell 
KOPEC ABAQUS 

2차원 축대칭 shell 

HSE/NNC ABAQUS 
3차원 membrane 

3차휠 국부해석 anchor as sprÌngs 

CONT 2차원 축대칭 solid 
IBRAE 

CONT_SE 3차원 solid 

축대칭 she l1 
NUPEC ABAQUS 

3차원 국부해석 shell 

Principia ABAQUS 2차원 축대청 고체 shell 

RINSC DANCO 3차원 -

3차원 -
SNL/ANATECH ABAQUS 

3차원 국부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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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 절 축대청해석모텔에서 텐돈의 모형화 방안 

내압하중을 받는 원전 격납구조불의 극한해석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격 납구조물을 축대칭으로 모델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돔의 축대청모멜 시 1 

라디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폼의 자오션 방향으로 규정된 캉재량이 일정 

치 않고 변화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1. 축대칭모델을 위한 프리스트레스 텐돈 배치의 이상화 

가. 기초슬래브 

그림 2.11에서 (a)는 실제의 기초슬래브 텐돈 배치 형상이며， (b)는 축대 

창요소로 모텔하기 위한 이상화된 텐돈 배치도이다. 

4"x xxx 
ι4 〉、

/환 1':,‘ 
I 

f、 r 

r、

A 

rνl 

，、n

/ ~ 
v 
v 
、/ -、
、/ 、/
、r ν 

、‘ y 

“ “ x ‘4 

\ f “ 120. 
앞~~ 

21 Cables 1. 3 Group .. &3 Cab les 
c:;> 

짧:i 
뼈
 햄
 캔
 
/

/ 

. 
짧
훤
」
 훌 청획e 햇.:;. • 211312 .. ‘26 JK 

1rad 내으j 힌탠 갯수 • 20 ìK 

(a) 기초슬래브의 실제 텐돈 배치 (b) 이상화된 멘돈의 배치 

그림 2.11 기초슬래브에 배치된 텐돈의 이상화 

그림 2.11의 (b)에서 텐돈의 단면적은 1라디안에서 반경 방향에 대해 일 

정하나， 그림 2.8(a)의 실제 배치상태에서는 반경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축대칭요소를 간단하게 적용하여 그림 

m “ 



2.11(a)에서 1 라디안의 법위에 배치된 탠돈의 개수를 반경 방향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단면적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중심부 부근에서는 실제보 

다 많은 양의 단면적을 반영하케 됨으로서 각 구조채료의 탄생한계를 초과 

하는 작용하중 하에서 실제 거통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 

기 위해 3방향으로 직선 배치된 텐돈을 방사선 형태의 텐돈으로 이상화 시 

키면서 발생하는 단면적 변화식을 유도하여， 이 결과를 극한 내압해석 시 

반영한다. 그림 2.11과 같은 3방향 배치 텐돈 중 1방향 탠돈 만을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2.12와 같다. 

n 
7H 

: I R .. / ..... “‘ 
b __ .L R., ...... r 

a낱닐.' 
, 까."’ 

그림 2.12 3방향 벤돈 중 1방향 텐돈의 배치형상 

1방향 텐돈의 개수를 η개 (3방향 총 벤돈수 3n) , 기초슬돼브의 반경을 

R이라하면 텐돈 간의 간격( oa)는 2R/(π+ 1) 이다. 따라서 (n-l )/2번째 텐돈 

까지의 거리 (강)는 (η -l)R/(n+l)과 같다. 3방향으로 직선 배치된 텐돈은 

기초슬래브의 단면 내에서 일정한 밀도를 갖게 되므로， 이를 일쩡한 두째를 

갖는 분포된 판(smeared plate)으로 이상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럽 2.12에서 각 텐돈의 단면적은 Ap로 동일하므로 각 텐돈의 길이를 합 

하여 체적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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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2.18) 띔
 

l
l
I
ν
v
 

짧
 꽤
 

、/r~~-j)2 - (0α )2 ααl 

(2.19) 짧n{(픔.!... y_ 22 、1(0 b')2 - (Ob)2 bb' 

(2.20) ν(OZ')2- (OZ)2= 짧r{(뽑1-r-(~힘 r zz' 

(2.21) 

ε Apx (len，행 of each tendon) 

찍2R+4평 (n짧 아웰f- m2} 
H 

(2.22) 3 Ví I싱 

I성논 3방향으로 1:1ij쩌훤 텔 V1논 I밥향j프로 배치된 텐폰획 총 쩌l척， t꽉 71서， 

%은 1방향만을 고려한 탠폰으l 7ij수 R은 71초윷~ij브획 반경， j해I쩍， 홍판획 

어파. 석 (2.22)에 힐해셔 껴l산된 탠톤외 쳐1척을 엎쩡한 두쩌J t룹 찾운 풍7r 

(2.23) 

산;청합변 식 (2.23)과 찰다. 

헐V(픔lf m
2
} 

획 분포된 환으로 이상화사켠 후， 

갖 712높슬~ij.!효 중 1 i!rC1 얀어i 했탕하는 벨분을 석 (6)에셔 체산왼 뚜쩌1 

집중( lumped)휩 수 여 동7r획 판 Oi료 나타내면 ζl렴 2.13(a)와 같고， 

척 (meridional) 텐폰으로 환싼하면 ζl럼 2.10(b)와 찰다. 

힘 2.13(a)에서 암외의 반;청 $혀l서획 다l~ξj책I쩍은 식 (2.24)과 찰오며， 

두껴~ t협 분포훤 판옳 집중휩 텔폰으풍 변환시91 변 $에 따른 랜몬획 단면쩍 

식 (2.25 ), 식 (2.2휩와 흡다. 

M 

션
 

(~/) 및 한겸( rc) 



Ar장a of shaded seetion::; xt 

(a) Smeared Plate 

요좋> 

Area oflum없dtend양n= 싫 

그림 2.13 기초슬래브 멘돈 단변의 이상화 

(b) Lumped Tendon 

{π (x+ dX)2t- πx 2}/2π ~ xtdx 

Apl= $t 

{ 

냄
 맨
 

(2.24) 

(2.25) 

(2.26) 

위의 방법으로 유도된 반면적 변화식과 축대칭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방법 

에 의해서 기초슬래브에 배근된 렌돈의 단면적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축대 

칭모헬을 그대로 척용한 겸우 중심부 부근에서는 과다하고 바깥면에서는 과 

소하게 평가된다. 

나. 상부폼 

상부폼에서의 텐돈배치는 상부톰 곡면의 곡률원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 

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형상은 그럼 2.14(a)와 같다. 

이와 같이 3방향 곡선 배치된 렌돈을 기초슬래브에서와 같이 방사선형태 

로 이상화시키는 과정은 그림 2.14(b)와 같다. 상부폼의 투영 명면상에서 3 

방향 중 1방향 텐돈 만을 나타내면 그럼 2.15와 같으며， 배치형태를 보면 

중심을 지나는 탠돈은 직선이나 외측부로 갈수록 곡선현태를 갖케 된다. 

야
 ω 



““ 
서
「
 간 

“” 
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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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bl es x 3 Grouþ " 141 Cab‘es. 훌 청확단 갯수 " 47xh2 '" 2a2 재 
lraQ 내외 현던 갯수 " 46 깨 

(a) 상부톱의 실제 텐돈 배치 (b) 이상호}된 텐돈의 배치 

그림 2.14 상부몸에 배치된 렌돈의 이상화 

그림 2.15 상부폼 텐돈 중 I방향 텐돈의 배치형상 

기초슬래브에서와 마찬가지로 3방향으로 곡선 배치된 상부폼 탠돈은 그 

밀도가 상부톰 전체에 대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곡면형상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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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픈Z깨}를 찾는 분포훤 첼(smeared shel1)로 야상화셔키는 찢여 가능하다. 

ζl펌 2.15에서 곡선 배치환 각 렌톤획 단변쩍( Ap)은 풍월하므릎 깎 렌폰 

그펌 2.15에서 m번째 핸 의 킬여자 쩔;헝획변 탠톤의 처l척껴1산여 7t놓하다. 

폰으} 투영 I청변상의 직션차 ~1 짜7과/는 거초솔해브에셔 유도훤 삭 (2.20)올 이 

용하면 식 (2.27)과 같으력 폭률 원첨 (0)에 대한 각도(θrn)는 석 (2.28)파 

찰다. 

(2.27) m 띔
 
μ
 

ι
 
ψ
 

(2.28) sin -1(權)= sin치 θm(rαd) 

석 (2.27)과 식 (2.28)를 이용하혀 렌본의 팍면꺼려 mm'7t 삭 (2.29)와 같 

(2.29) 

。I 철정획고， 팍변 배치훤 탬돈으} 체I쩍은 식 (2.30)과 촬다. 

싫=R연m= R'sin 'hηfF폐〔웰y-m2) 

(2.30) 

V1 = ~ Ap x (length of each tendon) 

2A며꿇〔흉)+2뀔Sin-{\n뿔)RïV(쩔r- m2} 
(2.31) V3 =3V1 

V1는 1밤향 R'는 폼씌 곡률한청， R은 투형 평 면창 상부톱띄 반;썽 , 여 71서， 

%은 I방향만윷 I싱는 3방향 배치훤 렌폰힐 총j책I 쩍， 배치훤 탠톤의 총쩌}척， 

고f택한 텐몬의 7fl수여따. 삭 (2.31)에 획해서 계산된 텐폰획 총j헤I척올 팍면 

잦는 풍7t의 분포훤 첼로 이상호}사칸 후 t틀 싼;정 형상외 일쩡한 푸꺼1 

(2.32) 

하면 식 (2.32)와 참다. 

뿔sin -1(흉)+2탤sin -lhη뿔)RïV(떻l-y- m
2
} t 

상부룹 중 I 라디안에 해향학는 부분윷 식 (2.32)에셔 혜산된 두꺼~ t룹 갖 

여를 칩종된 는 폼변 형상획 풍7t의 헬로 나타내면 그럽 2.16(a)와 잡고， 

낀
 



수직렌돈으로 환산하면 그림 2.16(b)와 같다. 그럼 2.16(a)에서 원점 o로부 

터 수펑거리 z에서의 원주길이는 z이므로 단면적은 xt와 같다. 

Area of shaded section =: xt Area of lumped tendon 111 A, 
(a) Smeared Shell (b) Lumped Tendon 

그림 2.16 상부폼 탠돈 단변의 이상화 

그럼 2.17 수명거리와 곡선거리와의 관계 

m 

잉
 



따라서 곡면 형상의 동가의 웰을 집중된 탠돈으로 이상화시킬 경우 텐돈 

의 단면적 (Ap/)과 반경( rc )은 다읍과 같다(그림 2.17 참조) . 

A~'= xt= R'삶π|푸ì (2.33) \ R' ) 

까= 폈= 짧sin(풍) (2.34) 

기초슬래브와 마찬가지로 상부톱도， 축대칭모텔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에 

서 유도된 단면적 변화식에 비해 단면적이 중심부 부근에서는 과다하고 바 

깥변에서는 과소하게 명가된다. 

2. 프리스트레스 탠돈 배치 이상화에 따른 정착하중 

축대청모텔에 맞도록 텐돈 배치를 이상화하면 텐돈의 정착하중 방향이 실 

제 구조물과 다르게 된다. 이를 방사션 형태의 텐돈 배치에 따른 반경 방향 

의 정착하중으로 치환하여 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Dlstrib1ll빼 。f~찌싸 Pre성reS$F~ 

그럼 2.18 3방향 배치 텐돈의 방사선배치 시 정착하중의 분포 형상 

잉
 



3방향 직선 배치된 탠돈 중 1방향 렌돈외 채수는 %채이고， 기초슬래브의 

그림 2.15에 나타난 텐돈간의 간격 ( oa)은 반청을 R이라 하면， 

m번째 텐돈까지의 꺼리( om)는 2mRj(η+ 1)과 같다. 2Rj(n+ 1) 이며， 

프퍼스트레스 하중( P)이 가해지는 지점까지외 거리(~굶i)는 R이므로 임의의 

(2.35) 

방사선배치 탠돈까지의 각도는 식 (2.35)와 같이 나타댈 수 있다. 

8m = sin -l(穩)= sin -l(魔) (1 르 m드템인 정수) 

웠uter ~훌짧짧.ce 양fl훌繼얄 5훌I싫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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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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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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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정착하중의 분력 

그림 2.19에서 프리스트레스 정착하중 P는 기초슬래브 원쭈면에 수적으로 

않기 때문에 반겸방향 분력( Pr)과 첩선방향 분력( Pt )으로 분èl훤 작용하지 

다. 이 분력 중 기초슬래브에서 웅력을 유발시키는 하중은 Pr이고 Pt는 3방 

향 배치 벤폰외 분력을 고려하면 상쇄훤다(그힘 2.18 참조) . 따라서 3방향 

직선배치 렌돈을 축대청모델로 해석하기 위해서 방사선 형태로 텐폰을 이상 

그림 2.18과 그럼 화시킬 경우에는 정착하중의 분력 중 Pr만 작용하체 된다. 

1방 2.19에서 정착하종의 분력은 식 (2.36)과 식 (2.37)과 같이 결쩡되벼， 

향 텔돈의 분력( Pr)들의 합은 식 (2.38)과 같다. 

m 

ω
 



(2.36) 

(2.37) 

m = Pcosf)m = PCOS{Sin • (魔)}

Psi뼈m=P(魔) 

(2.38) P (center tendon) + 2 ε Pt,m 

Pt. m 

81 

석 (2.38)에 획해 3밤향 핸폰 분력( Pr)혀 합은 식 (2.39)와 찰이 결쩡되 

며， 착 텔폰으J 양쪽에 가해지는 정착하증올 고려하썩 총 반;영 밤향획 프리 

(2.39) 

스트퍼I스하종획 합은 식 (2.40)과 찰다. 

m 
-H 

‘ 
‘ -% 3P+6찮랩sin 확 =381 

(2.40) 8=2쩍 = 6P+ 12뚫Pcos{sin→〔魔)} 

식 (2.40)의 S불 방사선혐바로 여쌍화사칸 텐폰으} 똥7r프퍼스트례스하충 

(2.41) 

(Peq)은 식 (2.41)과 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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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배치로 이상화시휠 쩔폰척j프호 작선배치 탠톤에서의 ;정확하중 

;성우에는 식 (2.41)올 야용해 반;정 방향획 프!. ;;.]스토려ij~쓰 하종만 짝용λ].;껴야 

한다. 청확하중 P와 반청방향획 풍자 프;;;.]소료려I스하종 Peq오l B] (Peq/P)는 % 

만획 함수로셔 텐폰 채수가 많으면 식 (2.41)은 쩨싼량이 과다해 전다. 따 

라서 회푸I분석옳 통해사 %어I 대한 Peq/P획 찬현식올 유도하였고， 회쉬분석한 

찍이 l밤향 벤몬 채수7r 2。이607ß :;헝포의 법우}에셔는 식 (2.41)확 쩔파와 쳐 

E.l:JJ. T 。의 알치하는 릿을 알 수 있으며， 깐탄한 해석 사에는 0.8외 값을 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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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ANDU형 격납건물의 구조적 특성 

처1 1 촬 재요 

훨Ã1-로와 관련 장치틀온 외부환겪으로부터 보호하고 1-fl부혜서외 돌발사고 

λI 방사농 불질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폼 최종 방호의 역할을 탑당하는 격 

1냥구조물은 사고사 책납구조물의 효}손은 방사농 불황옳 획부로 누출사책 추 

변주딴회 켠감과 째산어} 막대한 폐해를 초èfl활 수 었71 때문혜 힐반구쪼훌훌 

해석， 셜체에서의 공학척 펼요 ;정도훌훌 초깎하는 안정성윷 요구하꽤 훤따. 

격납구조물의 주요71농윷 찰펴보면 다음팎 같다[25 ， 32] . 

• 격답꾸조물온 환자로， 종71발챙71 및 냉각시스햄 풍올 와부환청으로부 

터 쩍:el시학고 ;형상가통사와 함쩌} 냉각;i(ß 유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화 쫓좋은 내부사고시 방사농 물철01 외부로 누출되지 않홉 

짜펴l 역활윷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격맙구쪼불은 짜침， 폭풍(Tornado )， 흥수(Flood)와 찰은 휘부 하중쪼천 

어1 대하핵 우조풀로서획 71농유지를 보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쩍답구조불은 01사일01나 1:1 1 행기획 충불과 같은 외부 총쩍하충으로부터 

내부 훨자로 장차릎 보호할 수 있어 야 한다. 

저， 2 촬 쩍납켠훌울의 구성 

1. 책랍건물획 푸쪼형태 

원자로 격답푸조불흔 랍3.1과 칼이 혈반척으로 원통행 벽쩌I와 바봐회 

껴초 술èfl보 ζl:el고 쌓부 댈7fl 얀 톱으로 구성펀다. 상부획 톰 행캉온 반구 

형 또는 령빔 (Ring Beam)옳 71-씬 부분구형오로 이루어지는려I 반구형홉 ;썽수 

로형어f 주로 사용휩며， 부분구형은 중수로혐어l 사용되고 있파[11 ， 25]. 

원천외 건설초71에 격납구조풀은 철도판콘크:el트구를 사용했지만 발펀 용 

량에 따른 훤Ã1-로 규포71- 증71-함에 따라 현;i(fl는 프펙스프핵스 철근훈E쪼:el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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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71- 얼반척으로 사용되고 있다. 쩍 1날구조물획 프리스토려1성은 l，..fl 압하중 

어} 저합하71 위한 첫으로 l，..fl부사고시 발쩡하는 내압으로 띤한 안장혁올 상 

쇄사71 려는 복척으로 설폐한다. 

t Dl!ll 맑Al'I! 

(a) ;;성수로형(반구형 톱) (b) 중수로형(부분구형 톰) 

그럼 3.1 표리스트려l스 흔콘크헥트 쩍납구조불외 형상 

;청수로와 중수로 쩍랍구쪼물은 형상외 차이와 함껴I 프;a1스토려1스 λl쓰:템 

및 구초특성의 차01가 있는데 이에 대해셔는 다음 쩔에서 자세히 설I챙하71 

로 하고 푹대 훤~-l-획 발천소룹 대상으로 한 구조형태획 차아는 표 3.1 과 

활다. 

2. ;;정수로와 중수로 쩍답 구조풀획 구조1:11꼬 

까. 톱(Dome) 

경수로는 하나힐 롬으로 구성되며 행장은 일발책으로 반구형이나 유렵에 

^1는 헬부 부분구형포 사용훤다. 반벌어I 중수로는 상부 덮채 역할율 하는 

상부폼( Upper Dome)와핵l 방화수(Dousing Water)를 척장하는 하부롭(Lower 

Dome)으로 구성되며 부분구형외 형 Efl를 채택하고 었다. 하부폼과 상부폼 사 

。lc매 저장되는 밤화수는 t..fl부사고사 하부롭혜 설치된 화여프를 통하썩 하부 

낀
 ω 



로 분사되어 내압과 혐을 저참λI커푸는 혁할윷 한다. 

폼떼 배치도}늄 프퍼스트레스 텐몬은 반구형에서는 그렴 3.2와 잡이 백쩌1 

찌I써부터 90。의 2량향으포 배치도}며 부분구형에서는 그펌 3.3과 찰이 럼밤에 

서부터 120。획 3방향으효 배치도J 어 L.ß 압어1 져항하지 뛰한 학향의 압력하총으 

로 분포화어 작용한다. 

나. 벽훼 (Perimeter Wal1) 

;정수로는 훤자로7r 수적형아딴서 설쳐11 1꺼합이 표71 때문에 내;정에 비해서 

높이자 묘고 벽폐와 기초 슬래브외 두껴}가 표 3.1학}서 알 수 있훗이 상탕히 

표다. 만변어I 총수로는 원자로가 수평형야변샤 설계L.ß 압여 경수로어11 l:J 1하C셔 

작71 때문에 대;성이 표고 천체 높이는 겸수로보다 작은 형상으로 학루어쳐 

01따. 

표 3.1 원자로 쩍 납구조볼획 구조형 태 [25] 

발전소 월성 1 호 JI .J1 èl 3，4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 

원자로 가압 중수로형 가압 겸수로혈 가압 경수로활 가않 경 

형태 및 (CANDυ) (PWR) (PWR) (PWR) 

용 E〈그t 679MWe 950MWe 950MWe 950MWe 

톨의 형상 
부분구형 

반 구 형 반 극그 형 
부분구혈 

렁거더 링거터 

부벽으l 갯수 4 3 3 4 

è At뮤 체적 

(m3) 
65,000 57,000 57,000 49,000 

설겨|압(psi) 18.0 60.0 60.0 58.0 

벽처1 LH 경 
41.5m 39.6m 39.6m 37.0m 

(136 ft) (130 ft) (1 30 ft) (12 1.4 ft) 

벽쳐| 두꺼l 
107cm 121.9 cm 121.9 cm 90cm 

(3.5 삐 (4.0 ft) (4.0 ft) (2.62 ft) 

톰2.l 두께 60cm 96.5cm 96.5cm 80cm 

(Crown부) (2 ft) (3.17ft) (3.17ft) (2.62ft) 

강재러01 너 에훌시 라01 닝 6.35mm 6.35mm 
-cr: 꺼| 시스템 (1/4 in) (1/4 in) 

6.0mm 

기초슬2H부 1.55m 3.05m 3.05m 
-I「: 께 (5 ft) (10 tt) (10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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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l랍 3.2 반구혐 톱회 프퍼스트레스 텔몬 배치 

% .... 월 ...... T_ 야” 

steTfO씨 휴윌 COJ.l1“nnu.,nOHO' 
DOMε Y용NOONt 

그림 3.3 푸분구형 톱으J 프;i!l스프페스 탠폰 배치 

벽j헤~è깨는 수칙텔폰 빛 수척혈근파 훤환(Hoop)핸톤 및 원환촬근이 배치되 

논떠l 반구형 톰획 경수로에서논 벽처l획 수직텐폰여 폼렌폰과 힐처l프료 혈촬되 

지만 부분구형 톱의 중수로어I셔는 상부 펑법 (Upper Ring Beam)과 71효솔~fl 

브 하부획 텐폰 첼러리 (Tendon Gal1ery) 사이애셔 적전 배치됨으로서 톱텔 

% 

ω
 



폰과는 분èl 배치훤다. 또한 벽쩌l획 원환탠폰은 그림 3.4확 깥이 벽쳐1 룰례 

에 폴출된 2~6채휘 부벽 (Butress)에 창착된다. 

힐반척으로 CANDU형 풍수로C내l셔는 4개의 부벽윷 7l--^1 며 훨환핸폰온 대꾸 

;청관롱부(Opening)롭 저I외한 곳에서는 1800 

탠폰올 샤용하며 대구청 관통부 

에서논 90。 탠련올 사용한다. 벽쩨I획 관통부어I는 따01프 l:lß환1 7171 반엽구 
및 작업원 출입구화 갈은 영우 관통부(Permanent Opening)거 있으며 추7171 

한엽구화 깥은 임시관통부(Temporary Opening)까 있다. 풍수로확 경우 주71 

71 반입구와 찰은 때우;경 관통부는 1 Omx1 Om획 규포어~ 01룬다. 

(a) 

Tdnt s.n 

τV"CAl 8VTTRESS Rlm‘FORCJHG Pt.AN 
FOR 엉f1ALl TE.HDONS 

‘ ‘ ‘ , f 

’ n l ‘ . ‘ 
、

그휠 3.4 (a)부벌과 (b)훨환한돈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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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초솔돼브 및 접합부 

경수로의 71초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얀 반면례 충수로논 프퍼스프려l 

스 철곤폰크리프로서 이루어쩌 있으벼 중수로핵}서는 이려한 프퍼스트례스어l 

획하여 71초솔헥브획 푸쩌l를 풀힐 수 있다. 71초슬래브와 표퍼스트례스 텐 

톤은 그힘 3.5와 갈야 120。 캄쩍획 3그룹으로 형성된 2총외 탠돈으로 구성휘 

며 이려한 배치에 획하C에 71초슬래브에는 얼쩡한 압축력이 분포될 수 있제 

펀다. 71초 슬래브와 벽책획 접합부회 ;썽우 경수로는 그림 3.6파 잘여 벽체 

와 껴초슬꽤브가 장철접합확어 있어 하충상Eß에 따라 상당히 콘 휩모멘토츠가 

발생하고 었으나 중수로어}셔는 그립 3. 7과 촬이 어 부분혜서 작은 회전변우I 

허용함으로서 휩모멘트와 발쟁옳 캄소λl 철 수 있는 푸분힌지를 채택하였 

다. 

흉옳購활흉옳§ 
흉 、 ，짧 
짧 κ /KK. 

iXXXXX5<l)QXX)0()()(~ 
“ ‘l 

• ‘ 

響r‘ 
• S~χ、*i J 、X/

:‘ . 、 f、 , 
is ‘jJ、/한 이 &? 

i‘‘ -훤휠할훨행X용? 

ζl림 3.571초술~ß.짧 표프i!1스트려l스 탠폰 배치 

라. 라여녁 (Liner‘) 

책납구조풀은 콘크리트확 언창균혈과 방사농 누출을 방Ãl하71 휘하핵 프프i!1 

스프려I스 폼크려프로 설껴l하지만 콘도ìi!l트7} 가지는 자체I외 투파성 

(Per‘meability)요로 인하어 방사놓 누출이 허용치 이상이 훨 가농성여 었 

? 

ω
 



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납구조불외 내벽에 라이너 시스템 

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경수로에서는 6mm의 철판을 내벽에 설치하여 폐공간을 형성하 

는 시스템으로 경수로의 라이너 플레이트는 건설중에는 콘크리트의 El-설압 

력， 풍하중 및 작업하중 등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발천소 가동중 또는 LOCA 사고시에는 구조채가 아넌 단지 방사능물질 누출 

차폐(Leak-tightness) 기능만을 수행한다. 

반면에 중수로에서는 경수로에 비하여 설계내압이 작고 비용면을 고려하여 

강채 라이너 플레이트(Steel Liner Plate) 대선 O. 5"'0. 6mm의 에폭시 라이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19]. CANDU형 중수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럼 3.8과 

같야 3종류의 에폭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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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벽체와 71초솔래브 접합부(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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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림 3.7 벽훼화 71초술돼브 첩합부{풍수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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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휠 3.8 CANDU형 종수로의 에폼λ1 t!}Ol너 셔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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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3 철 쩍 답췄툴씩 구경효 갖}통 

책 1납천물은 썩 러 종류의 하중에 저 항하C셔 야 한다. 츄 λf하중， 활하중， 

리:쓰토렉스 흩}총 빛 혈혼f중 외어I도 사고λ1 L-ß 압하충， 7.1 천하중 및 총격하종 

과 찰은 특별화풍따 안천하쩨 져항하t셔야 한다. 척 1냥구조물은 작용하중 

상택하어l셔 웰구조확 같이 거통함으로셔 단면어1 월;청환 딱웅력 (Membrane 

Stress)야 져lJß척으로 발챙하벼 휠포땐트에 웰한 용혁은 부차쩍인 

찬쭈되1-} 벽쩌L 71 초솔i!-ß브의 첩합j휴1-} 벽쩌t 톱의 첩합부와 짤흠 불현휴 

구역에서는 휩]표멘트7} 상배적오로 크기 때문에 ζl 영향을 충분허 고려하여 

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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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9 ;;헝상가통사 축렬과 모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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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구형 톱올 가전 ;정수로혐 격냥구조획 ;항광71-통λI 작용하는 춤볍과 

모땐트는 그림 3.9와 같다. 룩 ;청상가똥셔 져 afl하중안 프~a1스트E례스 하종어I 

의하핵， 자오선파 자오션방향 힘 (Meridional Force)은 꺼획 일;협학꽤l 

작용되며 훤환방향 힘 (Hoop F‘or‘ce)과 자오선방향 모멘료(Meridional 

Moment)는 벽혜와 71초슬래브 몇 벽체와 톱으l 접합부， 즉 불연속 구협윷 

;셔I와한 곳어1λ~는 거획 알쩡하껴l 작용함울 알 수 있다. 

결국 이와 찰이 프핵스흐려l스 탠폰에 외해 발쟁하는 압축용혁은 l-fl 합작용 

시 발쟁하는 언장웅력옳 장쇄λI 캅j프로서 콘크랴트와 균혈을 방지하고 철근，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러I스 탠폰획 허용용뭘내에셔 구조물이 거동하도록 해 

춤다. 

鐵織
Di홉흉ona1 

3ri향필갔훌lk/ 

繼i꿇on혈짧 
yl앓꿇n훌 

그럽 3.10 격 답건물외 따펴 모즈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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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l;청상 하중상태， 흑 사고λI 극한 내압하중이나 대규모 지한하춤학l셔 춰 

맙구쪼불획 알반적언 따펴 3표즈三(Failure Mode)는 그림 3.10과 찰다. 대규모 

.Äl천하중에 씩하핵 때각션 방향의 언장항복과 압축짜혜가 발생할 수 있오며 

퓨한 때압하중에 휘해서는 뱀처I에서의 원환방향 박용혁 (Hoop Membrane 

Stress)혜 확한 따펴와 부분구형 폼휘 ;경우는 상부 폼혜서외 따혜 7} 밥생헬 

수 있다. 특히 경수로 쩍납구조물에서는 벽훼， 71초 슬라료 접합부에서협 

합축파쇄녁 천만따꾀가 발챙할 수 있다. 

쩨 4 쩔 CANDU혐 격 답건물빽 구조특썽 

CANDU혐 지는 중수로혐 z9 ;성수로와 비교하핵 다옳과 깥 

은 구조쩍 특성옳 7}.Äl고 있r:}[25]. 

• 부분한지 접합 

71~흙솔i!-ß브외 프리스트레스 

• 슬라이딩 렘브핵안층(Sliding Membrane) 

1. 부분한쩌 접합 

;영수로는 벌훼와 71초슬래브7} 창쩔접합현 반면에 중수로는 그럼 3. 7과 

활φ1 부분한.Äl 접합을 사용함으로서 접합부어I 발챙하는 휩모멘트를 줍알 

았다. 이때 한지부의 딴변투째는 전단혁에 쩌 aß퇴며 푸 째외 r:}헬l:l}(Dowel 

Bar)가 힌쩌부혜 설치띈다. 

2. 기초슐i!-ß브의 프퍼스프러l스 

;혈수로에서는 철근콘3..el프 71초슬i!-ß브를 채택하고 있지딴 중수로에서 

71초슬i!-ß브혜 2단획 프e]A프많~~ξ 웰돈올 배치합으로까-1 71초슬i!-ßl츠어I 합홉 

웹을 도입하는 시스템효로 되어있파. 중수로에서는 여러한 프e1스트헥스 λI 

” % 



스탬으로 기초슬돼브와 두Z께I블 줄이5:.룩 하였으나 탠폰획 봄잡한 aß치와 깥 

은 문;셔l참도 7}쳐거I 펀다. 

3. 슐라여핑 멤브례안 총 

줍수로에서는 71초솔ëß료에 프t.q스트뭘l스7} 도입휩에 따è} 71초숨ëß호호어I 

7}해짜는 프라스트려I스 힘야 하부 지초슬해보(Sub-Base Slab)로 쌍설되져 

않도룩 술è}여딩 햄브퍼l언올 그림 3.11과 같이 지초슬래브와 하부 치초슬래 

브 사야에 설치한다. 솔è}이텅 멤브퍼1인 층은 2총외 폴è1에틸핸 셔 

(Polyethylene Sheet)와 l총외 그리스로 구성되벼 야러한 멤브례한 층은 다 

용과 갈은 원안어I 획하썩 발쟁하는 꺼초슬래브의 이풍윷 허용하여 준다. 

AHC써OAfo훌NJF양§ 
VERl홈써.1훌씬혹여삐 

8ASξ Sl.A8 ‘:'~M) 

PR닮T앓앓l쩌§ 
혈합」훌양Y 

Kζ、

I.AT훌p，..\ι $H훌A~ FOACε 

껴'iTi\:센/책~씬쫓황짧갖쫓혔鍵혈혔·樣-

S1J훌훌ASε 

8훌OAOζκ 

::1.럼 3.11 슬략어템 뺨보려1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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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퍼스트헥스λl 발챙하는 지초슬돼브획 탄성변형 

• 프퍼스트려~6하에서외 표~1프 변형 

상야한 E}설시점에 회하썩 발쟁하는 지초윷èfl브와 화부 71초슬돼브간의 

컨조수혹차 

。I 러한 CANDU형 쩍답켠불획 구쪼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 홉성올 보여코 있 

다. 즉 창수로에서는 꽤압하중에 의하여 벽헤어l 발생하는 씬장력， 특히 그 

럼 3.12와 곁야 고쩡 접합부어I 발쟁하는 휩모멘트어l 획한 먼창혁의 증가는 

벽쩌I휘 프프퍼스프려I스 압축력에 휘핵 제껴확I책 l::J}합술돼브는 폼표펴료 푸Z꺼l 

(D늑3.0m)와 철근량을 증가서컴으로서 힌장 균혈울 밤지환다. 발램핵l 총수 

로에서는 장71에서 참술한 구조껴l확 찰여 71초슬래브획 경우， 콘크리프혈 

두째훌훌 풀이는 때신 프~1스트뭘l성올 7}하썩 헐짱핵확 상쇄효과활 71하였다. 

BMD 

훨 3. 않 고정 첨합부의 ~fl압C내I 확한 (a)변위도 및 (b)휩모벤트또 

그러나 고쩡접합상태에서 71초술~}브에 표퍼스프려l스 힘을 가하꺼l 확면 

빽i셰어I는 팍률윷 증가λ191 체 됨어l따라 휠포멘료가 종7}되어 첼국 2차 용혁 

(Secαndar‘y Stress)아 불~l하체 작용하는 쩔과까 발쩡한다. 따라셔 첩합환 

를 힌Ã1로 하여 호1천변우I릅 허용함으로서 야러한 문쩌l참틀올 해쩔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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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와 함쩨 가초슬돼브혜 가핵지는 프퍼스프례스 도핍을 원활혀 하71 

취하여 하부 71초슬돼보어l 대한 수I청변우}의 허용어 가능한 술라여텅 멤브려l 

현 층윷 설치하도록 확였다. 

;색~ 5 철 CANDU형 책 답컨물의 형 상 

본 연구의 대상 구조불안 CANDU행 원천 격답건물의 천쳐I척연 형상은 그텀 

3.13과 깥으며， 격 1냥구조불은 프라스트려I스-철근콘크리트 원통형 벽훼， 렴 

밤 (Ring Beam) , 하부폼(Lower Dome) 및 짱부톰(Upper Dome) , 그러고 표리스 

토돼스-철근콘크려트 가초술돼브로 구썽되어 었으며， 벽체와 펌법에는 훤환 

(Hoop) 탠폰， 벽책와 상부톰에는 수직 (Mer‘idional)텐폰， 71초솔라브에는 수 

I형렌폰01 배치되어 었으벼， 전혜적언 탠돈배치 행장은 그럼 3.14와 찰다. 

또한 책답구조불의 1-fl측에는 설쩨71준 사고시 방사농 유출올 막71 휘해서 

에폭시를 표E강하였다. 하부톰은 ;정상상태사 물(Dousin홀 Water)윷 저장하고 

있으벼， 이 물은 사고사 따이프를 통해서 분사되어 확맙구초불확 내부에λ~ 

발챙하는 열을 캄소λ1커는 역할올 수행한다. 

71존어l 국내에 건설훤 ;성수로형태 척납캄물의 구조형상파는 다륜 흡청올 

찢고 었는 CANDU형 원첼 쳐 1냥천불에서는 71초 슬했브와 벽훼와 현촬부차 그 

럼 3.15애서 불 수 있롯01 멸부 헌찌 꺼통올 하도록 셜체획어 벽체I 하한부 

에서 벽책의 작은 회천올 허용하고 있으며， 국부쩍언 응력어l 척함하포록 다 

웰1:1 H Dowe 1 Bar)룹 보참하였다. 또한， 71존 ;영수로 쩍 1갑구조물에셔늪 방사 

농 누출방지틀 위해 내벨에 스텔 i!.r어녁 풀려~ol프률 설치하였으냐， CANDU형 

훨첼 격 1갑건물어1서는 어}폭셔로 표텅하여 ;정;웹쩍현 01참을 장걷표하고 었다. 

쳐초슬배브와 학부 71초술때브 사이에는 2개와 폴i!.1 혜틸랜충으로 구성훤 

슐라여 I강 뺨보휩I언(Sliding Memabrane)층을 설치하였으며， 폴려어I털렌충 λ} 

이에는 그퍼스층올 두였다. 01 술라이I장 멤브려1만총은 71초 솔헥브어I 프i!.l 

% 
% 



스트려116 도업 직후핵l 발챙하는 한쩡수축t 71초솔꽤브화 하부 71초슬:aß브 

사이와 천조수축 차01， 프~è1스트원I스 하중으로 언한 기초윷꽤브 콘표a1트획 

표리프 등으로 인해써 발쩡하는 반;헝방향(Radial Dir‘ection)의 어동올 허용 

함으로서， 71초 Ã1반과 하푸 71초슬꽤브 사여의 첼단력올 감소λ171는 혁할 

한다. 

그럽3.17은 홉대청유한요소흘 사용하여 CAf“JDU행 척납첼붙을 모텔렁확였을 

;청우획 여l불 보C잭추고 있다. 

Rir훌 앓훌훌 

1.9111 

. Peri톨eter "a11 

‘2.th 

3.3γa 

그럼 3.13 CANDU형 원천 격 1날천물의 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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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O 
A BASE SLAS CABlES A 
a HOR!ZONTAl WALL CABLES 
C VERTICAL WALL CABU:S 
。 RING BEAM CABLES 
E DOME CA8LES 

그럼 3.14 C뼈DU형 원전 격 납건물의 벤돈 배치 형상 

그림 3.15 벽체-기초슬래브 접합부의 연결상태 

깎
 



Rîng-Be，짧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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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onc r e t e (20 So 11 d) 
A: 수평j수직 l동 철근 
B : Hoop 철근 
X: 수평I~펙/돔 Tendon 
Y : Hoop Ten 강。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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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정칙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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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CANDU형 격 납건물의 축대칭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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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극한LH 압능력 평가 사려l 분석 

;쩨 l 쩔 척납컨물 극한Lß압설혐사려1 

1. 창채 격답건물 

장Àfl 쩍팝천불에 대한 축소포헬실혐은 주로 미국의 SNL에서 5착행IL 일본 

꾀 NUPEC에서 I차례 수행된 바 있요며， 01들 실험혜서 사용휠 모텔획 특청 

은 표 4.1과 같다. 

표 4.1 캉Àfl 쩍 납건물 모헬 설혐 [35] 

Global 

R/t 
Pressure 

Test Scale Shape Strain at Material 
Ratio 

Failure 
SNL SCO Cylinder w/ 

450 
{1 2/2/82, 1:32 hemispherical 

(R=549 , t=1.22) 
0.93 20% AISI 1008 

12/12/82) dome 

SNL SC1 
Cylinder w/ 

500 
1:32 hemispherical 0.76 6% AISI 1008 

(4/20-21/82) 
dome 

(R=546 , t=1.09) 

SNL SC2 
Cylinder w/ hoop 

stiffners and 478 
(7/21/83 , 1:32 

(R=546, t=1.17) 
0.93 2.7% AISI 1008 

8/11183) 
hemispherical 

0.97 2.5% 
dome 
Cylinder w/ 

SNL SC3 penetrations and 478 
0.83 AISI 1008 1:32 14.5% 

(1 1/30/83) hemispherical (R=546, t=1.17) 

dome 
Cylinder w/ 

SNL 1:8 
stiffening rings, 

448 

(11/15-17/84) 
1:8 penetrations and 

(R=2134, t=4.76) 
4.9 3% SA516, Gr.70 

hemispherical 

dome 
Improver BWR 135-161 

NUPEC SCV 1:10 geom. 
MARK II w/ (R=2027 ’ 2900, 6 ‘ 0 2% 

SPV490, 
(1 2/11/96) /1:4 thick 

t=7.5-9.0) 
SGV480 

contact structure 

2. 첼근콘크리트/프리스트레스 척 납건물 

철근콘표1;.1트 껴납건붙어1 대한 극한1-ß압실혐은 1980년대 중반 미국힐 SNL 

과 1990년때 후반 혐본확 NUPEC어써 수행한 바 있다. 과껴획 쩍답천불온 푸 

철릎폰三포라프로 환설하였효벼， 현째학I도 미국 뚱 얼부 원자획 선전푹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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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많온 수획 철픈콘크라트 쩍 1납건물이 폰째하고 었마. 기본춰으로 철판 

폰크;;，1트 척많건물획 극한1.-fl 합 사의 거동윷 이해하면 프;;，1쇼트레스 콘표;;，1 

격 맙건불의 차똥을 야해합는데 많은 도움이 훤다. 

프;;，1스효헤스 폼표려트 격답천불핵11 t:fl한 극한내압 살혐은 u1국， 일본올 

비롯한 많은 나라애서 각각 자국의 쩍답건물 혐 Efl 및 릅성어~ t:fl환 극한1.-fl 합 

설혐올 수행한 바 있다(표 4.2 참조) [36]. 

4.2 프퍼스트혜스 콘크려프 책 맙건물 실험 

Test Scale Type R/t Pressure ratio 

Polish model 1:10 CANDU 20 1.9 

Canadian model 1:14 Genti1ly-2 12.6 8.6 

Sizewell-B 1:10 8.6 2.4 

NUPEC pccv 1:4 밀 PWR 16.5 0.39 

3. 격팝켠볼 부채살험 

책 1냥켠불 축소5:.텔에 r:fl한 1.-fl 압실험어} 많릎 비용과 시간야 소요펌에 따라 

척 1갑천끓획 전형척인 택쩨l단변에 대한 실혐옳 똥하핵 척답칼불협 1.-fl 합 작용 

사 거똥을 이해하고 해석어I 훨요한 71 법과 프로그햄윷 검증활 수 있다. 

꽤나다애셔논 Gentility-2 형텍 훤펀획 1.-fl 압성농올 평가하기 위하썩 홉소 

모헬올 이용한 1.-fl압실혐과는 벌도로 격 1않건물외 각 부분올 대표할 수 있는 

혐 Efl의 축소부Ãß룹 이용한 연I창설혐옳 수행하였다[11]. 

。I 설혐의 목쩍은 벽쩨 부째의 학종‘변우} 거풍 빛 균촬거풍 퓨명과 

효 수행중안 프리스트려l스 트에 대한 비선형해석 71 법 채발화 접종도 

구로 활용하고짜 합}논 첫이다. 특히 내합확 증가에 따른 2:l'날켠불 벽쩌l어~^1 

획 콘크;;，1트 균쩔획 :듀오+균혈폭 풍울 여I측할 수 었는 해석 71 법훼 7ß발을 우l 

하여 론드쪼;;，1프회 균혈 발쟁 및 천따어~ r:fl한 사항올 설혐을 통하여 중첨척으 

로 검토하였파. 

미국어I서논 극한내압01 작용활 때와 척납켠물의 거풍옳 I청 7}하71 위하여 

EPRI의 주관으로 3한켜I획 부채설혐옳 수행하였다[18]. 짝 단체벌 실혐내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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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음착 곁다. 

l단체 1/2 두쩨 콘크퍼툴 벽책설험과 라이너 실혐 

• 2단쩌11 : 환통부를 갖는 벽체실혐 

• 3단체: 구조척 불현속면흘 찾는 부.ÁU 실험 

이 살힘의 목척온 콘표i:.1트 척 1날건물힐 극한내압 농력명 7t릎 위한 해석방 

법울 검종하지 위한 킷여였으벼， 어는 추후 작 발천소획 확률폰척 안천성 

I청 것}에 활용하였다. 

쩌~ 2 촬 격납견불 축소포텔 해섞 

1. NUPEC 축소모텔 (SNL) 

프i:.1스트려1스 콘표i:.1트 ;척답컨물의 1/4 흡소포델 실험은 일본외 NUPEC과 

01푹 NRC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미국의 SNL이 수행환 국쩌I공통혈구과제로서 

1997년 1월에 쩍맙건물 축소모텔올 건설하71 샤착하였고， 2000년 9웰어l 한 

껴I항태실함 (Limit State Test , LST)올 완료하였다. 1/4 축소모텔 쩍답건물 

은 일본획 PWR형 원천의 축소모헬로서 반구혐 상부톱， 실한떠형 벽체 및 71 

초솥i:.t브로 구성쩍었오며， 폼， 벽책l논 포스트탠션야 도입획였다. 주요 져l원 

은 표 4.3에 나타낸 바와 갈다. 

표 4.3 쩍답천물회 주요 쳐I훤 

구 분 제 원 

71 라 두쩨 3.5m 

71~슬라‘ 직경 14.4m 

격답건불의 내부 척청 10.75m 
격납건물의 내부높이 16.12m 
격랍건물의 벽체 두께 O.325m 

톰의 두께 O.275m 

2. 해석포텔 및 해책철과획 비교 

원철격납켠불의 1/4축소모텔에 대한 구조해석모탤로까~ 2착원 측대청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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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구부으} 영향올 고려하지 않는 3차원 해섞포텔， 채수부회 영향을고려한 3 

황원해섞모헬01 컴토획였다[36] . 표 4.4는 3까지 해석모텔혜 때하여 LR압회 

증가에 따른 반청방향의 변우}를 설험철과와 l:l l교확썩 나타맨 첫이다. 

효표 4.4 LR 압에 따륜 란;영 방향의 변우} (한위 :mm} 

LH 많단펴| 1Pd 1.5Pd 2Pd 2.5Pd 3Pd 극한LH많 

강화훤 푹CH -0 ,.36 0.17 1. 102 4.543 9.04용 9.777 

3~한웰 (，힘10JH 구부j -0.41 0.16 1. 1월훌 4.013 용.용4 9.151 

3~~훤 (w/JH ·야.438 0.143 1.16 4.06월 - 6.훌I 

궐 il~ .. 1.37 -0.01훌 3.747 7.937 15.0훌휠 용효.5 훌 

4.4폐서 구쪼해썩결과틀 쌀핵보면 ;경향온 실험촬과와 l:l l솟한 것옳얄수 

있다. 그려나 실험훨과혜 비해 구조해석 결파는 변우17t l1 fl우 작책 1-t타랩올 

보C셔쭈고 있다. 죽 2차휠 및 3차원 혜쩍쩔과는 강성이 실저l에 버하여 l1fl우 

표꺼l 그lf려되었다. 01 력한 훤언은 쩍납건불획 수치포형화롬 위한 핵상화 과 

;청어I셔 책석 모탤희 오차가 차장 콘 어유이벼， 특히 콘크ßl트와 핸돈λ}이 

확 0]-찰 헥I 찍한 손실이 무샤된 결과로 환란확였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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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유한요소 해석모델 

본 창에서는 2차원 춤r-fl청 모델과 3확원 포텔획 유한요소 모헬E섬 71법에 

때하여 기술하혔다. 

제 1 철 홉대창 해석 .2..탤 

격납천불획 형쌍은 일란책으로 완벽한 축대청올 어루고 있찌는 않척만 포 

텔E설획 편으}창 홉대창 요소를 사용확썩 2차원 해석을 수행혈 수 있다. 축r-fl 

창 포텔은 그 특쩡상 장l:l1출입구 빛 공71밸브관 등확 개구부 및 불연속 Ã1 

첨울 고려활 수 없는 판참01 있오나， 채구부 풍외 국푸착얀 불현속 영역 01 

천혜 구초쳐I획 거풍혜 큰 영향풀 u1 흥1 Ãl 않을 경우 모델링획 단f는합01 추는 

。l참오로 언해 축대청 요소를 01용한 2차원 해석이 수행훨 수 있다. 또한 3 

차원 해석 텔과획 결과 비교훌훌 위한 함;조차효로 활용하지 우1해 3차원 

렐어1 추가하여 홉대청 해석울 수행하지도 한다. 

해석 단면으로는 척답건물획 톰;형 방우l Zf어I 혜팡하는 한변올 션정하여 Æ 

탤령할 수 았으벼， ζl힘 5.1어l 해석혜 사용되는 축때칭 유한요소 포헬 및 

쭈요 특장을 나타내었다. 71초술돼브휘 청우 틀펌현상이 발쩡하지 않는 첫 

으로 가청하핵 71초의 하단 부분 지첨야 고;헝훤 첫으로 모텔렴하핵 해석옳 

수행할 수 었다. 

1. 2차훤 축째청 I평면요소 

격납천물획 폼， 벽쩌11 ， 71 초윷i!.fl료의 경우 축대청 solid ring 요소틀 사용 

하여 모헬령합 수 있으벼， 그림 5.1혜 나타l갚 바확 찰학 *첼처I휘 두꺼I밥향으 

로 따I쉬률 분할하여 유한요소 모텔윷 구썽하꺼l 훤다. 한편 라여녀는 혼크i!1 

단변에 비해 푸찌~7l- 앓기 때문에 측대청 revolution shel1 요소룹 사용 

하여 플래이료효 모텔렁할 수 있다. φl때 요소획 깎 절점온 축대청 I형면요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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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절점과 일부를 공유시켜 해석하케 된다. 

‘ ------‘ ‘ . ’ ‘ ‘ -‘ ‘ 

그럼 5.1 격 답건물의 2차원 축대칭 모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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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l립 5.2 축돼청 요소 및 좌표껴I 

흡1:R청 요소논 I청딴용혁 또는 I청변변형률 요소와 갚은 2차훤 요소여며， 

회찬축혜 I형행얀 합획의 I청면올 화천흡에 대해 회천셔쩍 렁 (r、ing) 행째의 

구쪼훼룹 형성하케 되는떼， 이n척 이 평변을 홉대청 요소è} 한다. 이 요소의 

경우 대청성어I 외해서 二l힐 5.2헤 나E}댄 바와 깥01 1:R ~챙흙옳 포함하는 포 

든 혐변때Iλ~의 웅력과 변형률옳 -^1릅방향(r)휘 변우l밥 훨주방향으} 변위 (z) 

로 나타댈 수 있다. 

축대칭 요소논 평면 요소와 비슷한 첩올 7}-^1고 있으나 원푸(hoop) 밤향 

획 융력윷 고려해야 하는 참여 다르파. α} 요소는 축방향 변우}가 원주방향 

으J 변혐옳 초래한다는 혹청올 까지묘로 이어l 대한 영향이 요소회 ;형식화 과 

청에 고려되어야 한다. I 려므뚱 0] 요소는 주로 원통형 (cylindrical) 좌표 

로 표λI되는 첫01 편리하며 혹1:R청 하충만이 가해찌는 경우 원쭈 방향 변우l 

는 없71 때문에 r-z 형면 상에서 방사(radial) 방향 변위 u와 휩천축 방향 

변위 w만이 었거I 된다. 따라셔 야 요소는 1헝변변형 (plane strain) 요소획 

법추해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B] 행렬과 [E] 행혈어 확장되는 참여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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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챙면요소와 다르다. 요소회 ;정식화 과정 및 강성행쩔 유보에 t.ff한 구쩌l 

척한사항윤 [14]롤 살핵볼 수 있으벼 여 71서는 생확하71효 한따. 

2. 첼갚 및 렌폰 요소 

격맙건물 높이에 따라 철근비자 다른 철곤본드포려트 딴변을 모펠E설하지 우l 

했 해방 한변옳 풍자의 푸찌를 갖는 총으로 모텔렁하채 휠다. 01때 hoop 방 

향 촬근총과 meridional 방향 각깎 Efl곤방향으로만 캉성올 7}천 

탑. 핵 7}서 철근 요초외 71하학척 행창01냐 째료틀성은 콘크리트 요소확 폭 

립척이나 축t.fl청 흰5조E-}트 요소에 완천 부착된 갯으로 가참한다. 

격 l납천불 벽에 배근훤 hoop 탠폰 및 meridional 튼한폰합 ;성우 저~ 2장에서 

면즙한 퉁카획 환싼 두1째를 껴l싼하여 grid로 포텔령한 후 킨장혁을 가하여 

고려할 수 있으벼， 흘 부분 혈사 풍자획 푸Z헤1룹 산;헝학핵 포텔펑하어야 한다. 

;야~ 2 절 3자원 핵석포텔 

1. 격납건물 벽의 모펠령 

;척답건물합 3차완 햄석포텔온 주로 7fl구부7} 없는 청우확 개구부7} 있는 

;청우획 크커~ 27}-^1 판조형상으효 구분할 수 있는데， 딴쩌 째구부7} 없는 겸 

몫획 3착원 포펠은 모델E섭 상획 현의흘 위해 폼 ;헝점부에 요소7} 첩중확는 

형태인 x 및 z축혜 완천히 t.fl청인 형상으로 모텔E성할 수 있고〈ζl럼 5.3(a) 

참조)， 채구부까 었는 3차원 유한요소 모탤획 경우 그힘 5.3(b)어I 냐합단 

l:l}와 팝아 장1:11 출입구와 공7] 밸료환옳 고려하핵 불연속 영혁윷 ;합획함으 

로써 모텔E설할 수 있는데 아때 7fl구부 주우l획 웅력칩중학I 화한 쭉환척힘 표} 

펴룹 방-^]하기 위해 단면 뚜Z께i흘 종7}λI 쩍 3효창한 것이 고려퇴어야 한다. 

!E환 재구부확 유쭈혜 상환없01 톱 청첨부획 메쉬 쳐E-l 밤법에 따라 사용 

획는 요소의 종류와 폼 부분획 메쉬 형상이 활라질 수 있는폐， 첫 밴째로 

영협옳 풍일환 절점 수를 갖는 요소로써 모헬렁하는 .6 φ1 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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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경우 요소의 방향이 탠돈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폼 쩡첨부에 텐돈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워하여 돔의 정첨부분과 기초슬래브의 중심부분 

에 가상의 개구부를 만들어 모델렁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가상 개구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폼 둘레의 1/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a) 개구부가 없는 경우 

(b) 개구부가 있는 경우 

그림 5.3 개구부 유무에 따른 3차원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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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가상의 채구부를 룰 경우 실제 연속체 거동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가상 개구부 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응력집중으로 인해 정 

그림 5.4 폼 정점부에 요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각형 

요소와 더불어 톱 정점부의 모텔렁에 있어서 삼각형 요소를 혼합하여 사용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그림 5.4 참조) . 삼각형 요소 중 CST(Constant 

Strain Triangle) 요소를 사용할 경우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석 결과의 수렴성을 위해 shell 요소의 경우 6절점 이상을 갖는 삼각형 

요소를 선택하여 모델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한단된다. 따라서 이 과 

제에서도 이와 찰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격 납건불 벽체의 경우 8절점 사 

각형 shel1 요소를 사용하고， 톰 청점부에 6절점 삼각형 shel1 요소로써 처 

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림 5.5에 예시된 것처렴 변절점 요소를 사용하여 폼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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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모텔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변철첨 요소를 제공하는 상용프로그 

램을 사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모델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ottom slab 
part C 

그림 5.5 변절첨 요소를 사용한 폼 정첨부 모텔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원 해석의 경우 벽체와 폼 부분은 shell 중 

에서도 곡면{curved}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렁하케 되는데 상용 프로 

그램 중에서 DIANA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가정사항에 의한 등매개 감절점 

솔리드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중앙면에 직각인 면들은 변형 후에도 직션을 유지하지만 중앙변에 직각 

일 필요는 없다. 

중앙변에 직각인 웅력들은 무시할 만하다.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전체 회전이 험과 천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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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5.6 함조) , 변위화 회천성분틀어 셔로 폭럽쩍이므로 형상함수는 폭렵척 

으로 션텍휠 수 있고， 궁극펙으로 같은 형상합수룰 사용할 수 있꺼l 된다. 

푸 번째 7r청은 I형변에 수직인 방향책서 웅력획 합활 01 0야라는 첫을 획떠 

한다. 

8ending 
deformatior‘ 
ôw 
ÔX 

1. Z Shear , '( .! 
deformation 'Px -\--,.\ I 

: ~ Normal to midsurfac짙 
i\、......... after defor뼈tion 

Fiber after deformation 
~.， "'''' ....... .,. L.‘,- ‘- --

、 Fiber before deformation 

그림 5.6 Rei않ner-‘Mindlin 변형 。}

모헬획 ;장식화과청에서 사용휩는 좌표껴l는 기하학적언 형상， 밴휘， 변형 

률 빛 용혁들과 ‘웰의 두했7r 한 요소어I셔 웰청하파’ 따는 가정을 표혐하71 

우I하C셰 전체IL 팍선형 및 푹부확표껴~7r 사용환다. 

합첼점 첼요소는 Solid 요소로부펙 ;정삭화 과청야 유도되는데 땐 먼저 본 

i!ff회 3착원 solid 요소에서 4면획 절점틀이 쳐쏠으로 쩌l꺼퇴며， 

Reissner-Mindlin힐 가장를옳 책택함으로써 천개된다. 01 혁한 과;정을 흉확 

ζ셰 헐어지논 요소는 쩔참당 5개획 자휴도(3깨획 변우l화 2재의 회천 자유도) 

를 7r-^1 쩨 훤다. 얘 71에 자상참성야 주어지는 하'-r 이상의 짜유도(dril1ing 

자유도:요소휘 I청변에 칙확인 호}천 Är유도)룹 가진 흉소7r 해썩학l 사용휩 

다. Drilling 자유도어l 따륜 까상캉성은 한 쩔점옳 공유하는 모픈 요소가 

통일한 1형변 상에 있올 ;성우 발꺼쟁생흩확f는 il1-’-’-’’’.’ 

았다. 

총앙면에 칙각언 방함에셔 변형률틀율 푸시한다는 71본 7r쩡오로부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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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획 변위는 중앙에서만 껴1산되고， 일반좌표쩌}껴l어l 대한 중양변의 변우1와 

회천은 각각 형상함수를 사용하여 쩔첨썩l셔회 변위로부터 표현활 추 있으 

며， 여로부터 국부좌표처I체에셔의 변우1 몇 호1 천 우해절 수 있다. 형상합수 

와 관련한 자서I한 수석률은 참고푼헌 [14]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면 내부 lamina 변형률 ê XXt Eyy 및 ￥g는 두꽤방향에 대하핵 선형척3프로 

변화하벼 i행방향 첼탄변형률 Vyz와 Vzx는 푸쩨방향으로 일;정확껴l 확용한다고 

본다. 설척I로 횡 방향 펀한용력과 변형률윤 두1세l어I 쩔혀 포물션 모양으로 변 

확하71 때문혜 천단변형률은 풍일 C영역에서 일청한 변행률이다. 01와 같。1 

월반확된 변형률틀은 in-plane 벌형률파 out-plane 변행률로 나뉘어.7.1 며， 

여 71서 in-plane 변협률회 경우 변위와 휘천 몇 요소휘 두째로부터 작 총에 

셔 二l 값을 쳐I산할 수 었으며， 나아가 일반화된 in-plane 변혐률에 구성방 

;정식윷 쩍용하썩 용혁옳 혈은 후 다총꽁식으로부터 일반화훤 힘올 우할 수 

있다. out-plane 변형률도 in-plane의 ;령우화 마한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첼요소에서 장성행렬 쳐I산을 위한 찰분참의 선;청은 매우 중요한데， 

Ahmad 등어I 획해 쩌l안된 첼요소획 경우 창성행렬 쩨산에 있어서 3x3 쩍분 

규척옳 사용하나 웰의 두Z책l 감소로 언하썩 헐어지는 철과는 적철하지 못하 

고， 천단참참 (shear locking) 현상과 딱참캄 (membrane locking) 현상 풍여 

발생환다. 01 퍼한 문;체를올 해쩔하71 위하여 천단 쩡분에만 선택척으로 감 

소훤 책분착수， 휴 2x2 척분 규칙올 쩍용하는 방법과 부패 천혜의 척분 차 

수를 참소시키는 방볍이 사용합고 있다. 그려나 션택척요로 착분 차수를 감 

소λl커는 첫보파 모든 웅뀔경쩡분혜 대하ζ셔 똥일하커I 쩍분 하수를 캄소시키는 

첫01 녀 '-}은 선택01 며， 웰 문쩌I풀어I 였어서 보다 청확합 철과똘옳 보여훈 

따. 따라샤 수차확분혜서는 일쩡하페 감소된 쩍분착수툴 강성행렬획 껴l한에 

사용한다-

한혐 포봄t 71 책， 합공 풍획 분야에서 낼1;1 사용되고 었는 쌍탕 부분의 

웰구조불들은 철곤콘크리트 슬돼브 및 복합Ã>>효 구조물에서와 갈이 푸Z꺼I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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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불연속적인 채료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재료 특성 

때문에 기존의 통상적 인 웰유한요소틀을 이용해서 정확한 구조물의 강성을 

계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조물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는 적층웰요소(layered shel1)가 필요하게 된다. 또 

한， 웰구조물의 비선형 해석 시 두께방향으로의 점진적인 째료외 소성화를 

모사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척충웰요소가 필요하다. 이 과제에서도 콘크리트 

에 텐돈과 철곤이 배곤된 복합채료의 비선형 거동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적총웰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적층 웰의 적분과정 및 강성행렬에 대 

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적층 웰요소의 정식화는 감절점웰요소의 정식화를 기본으로 하므로 앞에 

서 언급한 2가지 가정사항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재료의 비선형 문제에 있 

어서는 두께방향으로 적절한 수의 점에서 채료의 구성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웅력의 분포형상이 구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RC 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압축 콘크리트의 비선형 거동， 콘크리트의 균열， 철근의 거동 분석을 위하 

여 두께방향에서의 응력 변화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층을 구성하어야 한다. 

이때 해당 충의 중간변에서 응력점을 가지며， 이 웅력점에서 계산된 응력성 

분들은 해당 층의 범위 안에서는 두께방향으로 일쩡하다고 가정한다(그림 

5. 7 참조) . 여기서 웰의 두쩨가 변하는 경우 변하는 층의 두께는 자연좌표 

체의 증분형 태로 나타낸다. 

// γζ짧 

: f ;~%C~짧짧te 

Concrete Steel 
Stresses Stresses 

그림 5. 7 적충요소와 웅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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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충I청판 또는 쩍총 헬획 창성은 각 층으} 전쳐1 창성에 패한 71여를 푸꺼I 

방향으로 누척하썩 명 7]-할 수 있다. 깎 총획 자면좌표껴~ ~는 二l 총휘 풍깐 

변에셔 촬;쩡되며， 변형률， 용혁쩡분， 장성 통!r..5:.두 이 종간면에서 폐산된 

다. 그려므릎 체l척척분은 웰 중칸면화 면척과 두찌11 t에 대한 책분으로 나뉘 

썩 수행되벼 l 푸Z꺼I방향 척분 샤에는 각 충의 풍깐점에셔의 척분윷 사용한 

다. 높이 ~i어} 따른 t영향울 고려하지 않옳 경우 i충빼I서획 장썽행혈 Ki는 각 

총획 무Z대로부려 계산할 수 었으며， 이로부터 각 총획 71 c셔틀 두쩌l방향으로 

누척하여 효소캉성행렬울 구성할 수 있다. 한현， 철점변위 성분틀며 구해Ã1 

면 작 충멸 Gauss 쩍분점에서의 용핵이 껴}산되벼， 착 웅혁성분틀옳 푸껴I방 

향 좌표에 따봐 척분합으로썩 면적 력 , 휩모멘토 및 천만핵 풍올 얻을 수 있 

다 

2. 지초부분획 포텔령 

71초 푸룹은 solid 요소 또는 shell 요소로써 모펠E설할 수 있는데 톰의 

;헝첨부확 따한까지로 기초획 중심부분올 포텔렁하거 위해 solid 요소블 사 

용훨 ;경우 wedge 요소로써 J shel1 요소를 사용할 경우 triangular 요소로써 

모텔렴하여 중섬부에서외 쩔첨 공유로 언한 문처1툴 핵쩔할 수 있다. 

또한 펴초부분옳 solid 요소로 포렐령활 경우 01 solid 요소와 볍처I부분 

획 shell 요소 각깎외 자유도자 서로 따르71 때문에 벽쩌I와 71초와 첩합부 

핵l셔획 자유포를 혈치서켜 면결 촬첨에서의 거봉율 통힐하71 유져시킬 훨요 

가 었다. 알반척으로 유환요소를 아용한 우조해썩어I 사용되는 요소는 크껴} 

두 자찌 유형으로 나쉴 수 있는패， 하나는 truss , pl없le stress , plane 

strain, solid 풍과 갈이 변위 성분의 자유포딴올 가진 요소어고， 다른 하 

나는 beam 어나 shel1쳐렴 변우}와 회천 캡분획 Ã]-유도를 모두 71-천 요소이 

다. 유한요소로 포펠E칩함어I 었어셔 만약 첫 번쩨 유형획 요소와 두 번째 유 

형획 요소가 혐결되는 청우 두 요소펙 자유도차 다르기 때룹에 연쩔획는 쩔 

참에서화 적합조천여 만족되Ãl 않거1 훤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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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 절점에서의 회전 자유도와 변위 자유도를 결속시킴으로써 두 

요소가 연결되는 점에서 동일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상용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농을 두어 두 요소간의 자유도를 일치시키고 있다. 

3. 철근 및 텐덴 요소 

가. 철근요소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부재의 유한요소 모텔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철근 

빛 렌돈은 distributed, embedded, discrete 모델 등에 의해 그 째료성질과 

요소거동이 정식화 과정에서 가시화된다. 

(1) 분산 모델 (Distributed Model) 콘크리트에 적용 

(가) 정의 

분산 모델은 콘크리트 요소 내에 철근이 배근된 일정한 각 9방향으로 철 

근의 채료성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합성된 철근 - 콘크리트 

구성 관계를 적용시킴으로써 정의된다. (아래 그렴 5.8 참조) 

Y 

(나) 강성행렬의 유도 

。때:EMENT 

x 

그림 5.8 분산 모델 

분산모텔에서 철근은 콘크리트 요소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요소 내에 고 

르게 분포된 1축의 재료특성을 지닌 콘크리트 요소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퉁가의 철곤 요소로 대체된다. 이 때 등가의 철근 요소의 두께 t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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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의해 결청된다. 

ts= 풋 = Ps • dc (5.1 ) 

C셔 71셔 As는 구조불에 실저I 사용된 철근의 단면척 ， Ps는 철근l:J1 ò1고 dc는 

부채획 유효깊이 ， b는 균일하페 분포훤 철근 요소와 캄척으로 가쩡한다. 

철근외 ~fl료장성행혈은 zt 방향으} 철근올 철근1:11 Pi반품 요소 1.-fl혜 균얼하 

껴l 분포하고 있는 철곤 총오로 모사하여 다음과 쩔。I 단순한 형 태로 나Elt갤 

수 았다. 

걱
·
l
l
l
-
l
l

」
 

nU 

nU 

nU 

nU 

nU 

nU 

P
값
 
o 
o 

o’ 
r----

’---L 
---’’ 끼H

j
 

D r’’’’’‘‘ 

(5.2) 

썩지서 Esi는 i방향 철곤획 한성껴1수로， 촬근01 항북하지 사작하면 Esi는 한 

훈화 시참 용혁-변형률 팍선윷 따라 변행률;썽화 t영역획 한성폐수로 t:fl;척I훤 

다. 

강성행렬올 구하71 위해셔는 국지좌표껴I어1서 전황l 좌표폐로 ~fl효행렬올 

변환해야 한다;;정획된 철곤의 째효행혈운 철곤야 1:lfl픈판 방함올 71준으로 

구챔획썼으므로 확표변환행혈옳 이용하어 국Ã1 화표체로부터 천최1 좌표쳐I어1 

대한 째료행렬로 변환하쩌l 훤다. 아때 변환행렬 [T]는 다용과 깥야 구해진 

다. 

r cos 2ψ sin 2ψ coS'lþ sinψ ] 
[T] = I siπ2ψ cos 2ψ - coS'lþ sinψ I 

L - 2 coS'lþ sinψ 2coS'lþ si때 (cos 2ψ - sin 2ψ ) J 
(5.3) 

쩍 71셔 철도F의 ~fl효창캡행혈에 때해서 ψ ==O+ß야고， þ는 분산 포렐 요소 

획 국지 좌표껴1와 천쩌I 좌표쳐I 사야의 각포이고， 0는 요소 내헥셔 철근외 

1:lfl근밥향이다. 우}획 변환행렬 [T]를 이용하핵 째료장쩡행렬옳 참빼I좌표껴}로 

현환하딴 식 (5.4)와 같다. 

[Dsd == [Tsi ] T[D sJ' [Tsi ] (5.4) 

분산 모탤온 콘크려트 매에 철근이 균일하쩨 우}치한다고 가쩡하썩 촬근01 

혼묘E.1트와 칼은 쩔첨을 사용하여 표현되므로， 척합쪼건에 휘해 철도촌파 판 

값
 ω 



크리트는 칼은 변형률을 사용하고 응력은 철근의 응혁과 콘크리트의 웅력의 

합으로 계산된다. 즉， 콘크리트와 철근은 동일한 변위장을 사용하체 된다. 

그러므로 분산 모텔의 채료강성행렬은 콘크리트의 채료강성행렬과 철근의 

재료강성행렬의 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Dl = [Dcl + ε[Dsil (5.5) 

핵 71서 [Dcl는 콘크리트의 재료강성행렬이다. 

재료강성행렬을 이용하여 요소의 강성행렬은 변분법으로부터 구성할 수 

있으며， 요소의 강성행렬을 조합하여 구조물의 전체 캉성행렬을 구성하고， 

펑형방정식으로부터 최종척인 해를 구하게 된다. 

(다) 장단점 

분산 모델은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완전 부착을 기본 가정으로 전채하 

였으므로 극한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외 슬립 (slip) 

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단벽이나 깊은 보와 같이 평면 

용력올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착 거동외 효과가 적으므로 분산 모 

텔을 사용하여 요소의 강성행렬을 쉽께 구함으로써 구조해석을 효과척이면 

서도 칸편하제 할 수 있다. 

(라) 적용 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한벽이나 깊은 보와 같이 명면웅력을 받는 철 

픈 콘크멘트 구조물에서 분산 모텔이 주포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병환이나 

평면과 같이 면으로 이루어진 구조 부채에서는 휩 거동이 지배적이므로 아 

래 그럽과 같야 척층웰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두꺼l마다 

변형률과 응력이 독립척언 여러 채의 요소로 모텔렁 되어질 수 있다(그힘 

5.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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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9 쩍층첼 포펠령 

다시 발해 철근야 없는 콘크리트 부분은 둥밤성의 환표è1프 요소로 포헬 

렁하고， 촬릎을 포함한 콘크리트 부분은 분산 포펠로 모렐렁하여 잔쳐l 구포 

물획 유한요소 해썩올 수행활 수 었다. 

앞에셔 언급한 바확 찰이 쩍납천불 벽체 부분확 철근은 동가함 푸쩌l룹 갖 

는 척층웰 요소룹 야용하여 포텔렁하였고1 71초부분은 solid 요소로 모텔렁 

하였71 때분에 hoop 몇 meridional 방향으로 규펙척딴 칸격으로 복잡하꺼I 

꽤근훤 철도폰을 shell어나 solid 요소에 척용하71 위해서는 우I 혜서 설 I청한 

철근여 요소 내에 고르껴I 분포되어 없다고 71-쩡하는 분선포펠올 사용하핵 

망(mesh) 형태휘 보텔렇 지법율 도업하C셔야 한다. 따라서 이 과쩨에서는 해 

항 찌첩에 분산모텔올 사용한 철근방(reinforcement grid) 개념회 요소를 

착용하혀 철근옳 j릎텔펌 하고자 한다(그럽 5.10 참조). 

(2) 불힘 모텔 (Embedded 뼈odel) 벤폰어I 적용 

( 71-) ;;성의 

붙힘 모텔은 철근 또는 벤돈올 풍llß채변수 요소 L-ß어1 일청한 변위틀 잦도 

확 우}치 λI캄으로쩌 ;형의할 수 있다. 족， 요소 L-ß에서 푸 철첨획 변철로써 

핸폰옳 표현하고， 그 형향올 풍Oß7ß벌수 론크è1브 요소에 조합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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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E리스트레스트 콘크펙트 요소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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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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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철근방 모델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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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그립 5.11 묻힘 모렐 

(나) 강성행펼의 유포 

일반척으로 묻힘 모텔폐서는 헨돈을 축방향으로 일정한 변형률을 찾는 얼 

차원 르러스 요소로 7t정할 수 었으벼， 다음과 갈01 캉썽행혈을 구할 수 있 

다. 

[Ks] , =뿜턴I 그1 ] (5.6) 

c셔 71서 E는 한성껴}수， A는 텔돈획 단변척이고， L은 템폰 요소씌 걸어야다. 

흑， 양쪽 끝단싹I 철첩을 갖눈 프E낙스 텔폰 요소의 i청형방청식은 다음과 

찰01 ~t타난다. 

{ P} = [Ksl '. {d} ( 5. 7) 

강성행활올 구하71 위해셔는 푹쳐좌표체에셔 첼쳐l 좌표껴1로 변환해야 한 

다. 국지 좌표계자 전훼 좌표껴}와 사이 착이 8라면， 좌표 변환행펼 [Td은 

다옳과 잘다. 

r cosO sinØ 0 0 1 
f 윈 j =i o o cos8 sm8 l (5.8) 

이로 부터 천채 좌표껴I어I셔 토려스 텔폰 요소회 강쩡행혈은 파융과 철이 껴I 

싼훤다. 

[Ksl= [T1 ]T[Ks]'[T1 ] (5.9) 

헬반쩍으로 벤폰 요소휘 향쪽 끝탈은 풍llij 7ij변수 콘드쪼i!l!츠 요소의 쩔참어1 

m 

밍
 



놓이Äl 않논파. 그러고 등nfl채변수 콘크리료 요소 대부해 우1쳐하는 탠폰 요 

뽑크려프 요소와 척합조건01 만족하Äl 않으나， 콘크è1토 요소획 가창 

짜리에서는 텐톤획 릎한과 척합조캔올 만쪽서천다. 그러프로 콘크리토 요소 

의 장J성행렬과 핸폰 요소와 장썽행훨윷 조합하71 휘해셔는 멘폰 요소확 창 

성행훨혜 또 다른 변환01 필요하다. φI 변환행렬은 벤폰 요소외 영향을 

때재변수 폰크è1트 요소획 철첨으로 표헌하기 위한 갯으로 다음과 같윤 절 

차에 따라 폐산훤다. 

CD2차원 요소 (shell)혜획 척용 

풍Ufl7fl변수 요소할 한 찰참 i에샤 웰;정한 절첩핵은 파음과 장이 구할 수 

있따. 

P ‘ f1 N~. (p효~ p 8y않 
‘τ ) _ l .1.l i - ~.L t 8~ .L n장ξ) Uf.:.. 

P .. ~ = f 1 N~. (p 혈 -p짧Îdf - J1 t t η â[ .L tâ[) ‘% 

(5.10a) 

(5.10b) 

썩지서 Ni는 철첩 i확 형장함수01고， Pη과 Pt는 요소함 ;정껴I빽셔 착좌 수작 

방향파 접선방향으로획 합이다. 

만약 잡중하종이 어훤 한 참에 작용(~= ðJ한다면， 확외 첼점혁은 r:}용깎 

활φ} 켜l산된다. 

P xi Ni ( ð í) • P x (5.11a) 

P yi = Ni ( ð i) • P y ( 5. 11 b ) 

그럼 5.12애서 불 수 였풋이 8철점 풍nfl째변수 요소를 사용하는 이차훤 

I꽤쉬획 훨점 ~t j , k에A썩 형상합수는 r:}쯤과 갈r:}. 

Ni= 할· (~- 1) (5.12a) 

Nj (1- ç-). (1 + ç-) (5.12b) 

Nk = 할. (Ç" 1) (5. 12c) 

- 70 



*짧짧드 - 월 

셨뽑따깨함싫 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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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훨 홈 활 

二l합 5.12. 형상합수 

우l획 형상합수툴 까지고 Ni(òJ의 값올 구하려변， otëll 럽 5.13어l셔 보 

듯이 g어ij òi = (2cψIli 1 )룹 대입한다. φ}때 Ci는 등Uß7ß변수 요소획 ;정껴}에 

λ~ 탠폰획 양 플단의 우l쳐 01고， 이를 상대적안 비율로 표표현하면 끽 = ci/liol 

다. 흑， Òi = (2ri - 1)이 되므로 이훌훌 워의 혐장합수에 대압하얘 Ni(Òd획 값 

올 구하체I 된다. 

그람 5.13 풍Uß7ß변수 요소의 ;성껴I에서 탠폰회 혐결 

Ni = (ri - 1). (2 rí - 1 ) 

Nj = 4ri • (1 - ri ) 

l\Tk 깐 • (2ri - 1) 

71 -

(5. 13a) 

(5. 13b) 

(5.13c) 



만약 아èH의 그림 5.14와 강이 모텔렁 한다면， 탠폰 요소회 캉성행혈을 

풍uH채변수 요소획 철점에 맞도록 변환하는 행렬 [ T2 ]는 r:t읍과 같이 표현훤 

다. 

그럼 5.14 묻힘 포헬 여l처1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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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셔 71서 p = c1 /11이고， q C2/~이다. 

그려표로 묻힐 모렐획 zt 철점에 대하여 헨폰 요소확 ￠청향은 다읍파 같이 
껴I산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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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 [ T 2] T[Ks] [T2 ] == [T2] T[ T1 ] T[Ks]' [T1 ] [ T 2] (5.15 ) 

01로부sl 등llU채변수 콘크리트 요소외 창」성행혈 [Kc]에 트퍼스 벤몬 요소획 

영향 [KSi ]룹 합하여 품힘 포텔획 창성행혈을 구한따. 

[Ke zJ == [Kc] + [Ksi ] (5.16) 

위 식으로 구한 요소획 창성행렬올 조합하c셔 구쪼물외 철쩌} 창성행렬윷 구 

성하고 1첨행방정석j프로부터 해를 구하케 된따. 

웰 3차원 요소 (solid)에획 쩍용 

3차원 모텔E설회 경우도 2차원과 마찬가지 과정올 통해 창성행렬옳 츄도할 

수 있다. 그림 5.15와 갈이 8쩔첨 solid 혼표려트 요소 내에 텐폰 요소가 

힘획획 ;첩사천 방향으로 놓여져 었는 청우를 통해 설명첼 수 있다. 

2 

• 

7 

(a) PS폰드￡파트 요소 (b) 텐폰 통과 협땐 

二l힘 5.15. 몬드l.èl토 요소에 포함훤 탠몬 요소 

식획 구훼I작언 천개과;청은 2차훨휘 ;청우와 유사하벼 깐단히 셜r청하면 웰 

확책으로 탠톤올 그힘 5.15에 나타댄 H￥와 젤φI 콘드쪼èl!효 요소에 포함된 l 

차훤 프러스 요소로 표현한 후 국Äl좌표체에서 구한 텐몬 요소획 장성행렬 

올 전;핵}봐표껴1로 변환해 주고， 렌돈 요소의 창성행렬올 콘크è1트 요소외 창 

성행렬에 합하기 위해 앞에서 셜명한 풍7r철첩하중 재법윷 이용해 콘크려프 

요소의 zf 철점에 대한 협향3프로 변환하꺼1 되는데 이틀 식으로 표현하면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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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서 언급한 식 (5.15)확 같파. 

。1 u껴 ζl휠 5.15에서 보는 B}와같여 만약 탠톤이 깎각 1, 4, 8, 5와 절첨 

2, 3, 7, 6으로 구성된 푸 평면을 통과한다변 [끽] , [때는 따음 식으로 나E} 

댈 수 있다. 

I cosθ cosB .. cosθ，_ 0 0 0 
[피]= ’ n I 

1 .1 I 0 0 0 cos Bx co떠 cosκl (5. 17a) 

I Åu 0 0 Å 2i Å 4i 0 0 Å 3i I 
[1갚 =1 ‘ I 

ι I 0 Å 1j Å 2j 0 0 Å 4j Å3J 0 I (5.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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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 , θj ， Bz는 탠폰 요소 축이 X , Y , z축과 이 착을 각각 획 III 하며， 

Pk: 2Cki/Ik1-1 , qk=2Ck2/&2-1 , k 는 프러스 요소휘 향 철첨언 i 또는 j 

핵따한다. 또한 O‘는 3x3의 0획 행혈 (null matrix)윷 획미한다. 

(따) 장단첩 

포텔렁하71 위해 여용한 붙힘 모헬은 탠톤씌 창성행렬옳 우성함어l 

었0; 뺀폰과 콘크라트회 환천부착。1 è}는 7};정윷 라방3프로 텔폰과 폼굿굿èl 

휘 발우l창을 공유함으로썩 콘크èl트 내에 위치한 헨돈윷 모사한다. 

embedded 쪼텔은 랜돈훌 론.3..èl료 요소어} 높E함훤 l차훨 프러스 요소로 표현 

하여 텐몬외 위치훌훌 코E렉할 수 있71 때문혜 혼크랴토 요소를 착;께 분활하-^1 

않아도 퇴높 장점이 있다. 

η
 꺼 



반면 embedded 모펠은 핸폰과 콘크è1프꾀 완천부학옳 지본가쩡으로 천7ß 

하프로 극한상태에서 발A생할 수 있는 탠돈과 콘크리트 사이외 슐럽 (sl ip) 

올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려다 벽처} 구조풀어l셔는 부착거통획 효 

과7} 타구조물혜 비해 상t:ß척으로 쩍으프로 완전부착올 토패로 설청된 nß휩 

형 모텔을 01용하핵 탠폰올 모텔E설확C셔도 구조해접울 1:11.;표쩍 ;청확하고 간변 

하꺼l 할 수 었다-

(라) 적용 여I 

딴순한 PS콘크퍼프 구조불에서 형변웅력요소룹 사용하핵 정확한 거동올 

해석하고짜 할 때， 분산 포텔을 사용하얘 모텔렁하려면 척충웰올 사용하여 

머I쉬를 잘쩨 나누어야 하지딴， 그러나 품힘 포헬을 사용하면 빡쉬블 척거l 

'L.}누어도 렌돈획 효과률 비교적 ;헝확히 코려할 수 있다. 

(3) 분려 모텔 (Discrete Model) 

(자) 정외 

분è1 포텔은 일차훤 요소한 축혁울 받논 요소와 렁크 요소가 。I확원상에 

있는 콘크리트의 해팡 철첩어I 힌짜로 연촬시켜 나타내거나(고합 5.16 참 

쪼) , 축혁과 천딴 및 휩에 져향혈 수 었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 삼차원으로 

나E}댈 수도 었다. 두 방법 모두 콘크려트에 때응되논 φl차원 벼I쥐어1 일짜 

원 요소를 칸단히 조합시 칸 첫오로 불 수 있다. 

그펌 5.16 분리 모탤 

π
 
써
 



(나〉 장쩡행헬의 유도 

철근씌 활 창생여 구조활외 천쩌l 껴통핵I 큰 영향율 주지 않아 무셔할 수 

있을 청우， 여I를 틀어 다우얼 효과불 무시할 때， 첼폰은 칸탄허 홉력한올 

받는 요소로 가;쩡하애 각 철첨어I 뚜책으1 01동변위를 갖는 푸 재와 자유도로 

모텔E설할 수 였다. 그러나 전체 보 요소는 휩빽} 쳐향해야 하프로， 폰크리토 

요소는 각 철첩에 두 7fl획 。I똥변우I와 함꺼I 한 7fl획 회전변우l블 포함학여 

셰 깨의 착유도를 가져야 한다. 철근 론크;:，1트 二규쪼불획 째료창성행렬은 아 

푸 요소획 채료캉성행렬옳 칙첩 합하C팩 험을 수 있씀더t 야때 간단히 두 

요소를 각 철점에셔 직첩 혈첼할 수도 있고， 부확 꺼동율 표표현하거 우l해서 

는 랭크 요소를 사용학여 현결할 수도 었다<:셔가어1셔는 칸단히 부팍 켜동 

올 그I뭘하지 않고 분리 모델획 강성행렬울 구해보기로 한다. 복， 각 철참어I 

서 렁크 요소없01 직접 현철획므로 철끈 요소획 강성행렬과 폰표;:，1프 

휘 참썽행렬윷 깐탄혀 조합함으보썩 천쩌l 강성행혈을 구하게 된다-

철깊은 위에셔 설명했듯이 깐란히 축력딴올 받는 요꿇로 7]-;정되므로 붙힘 

포텔과 찰은 창쩡행렬옳 7]--^1 며， 룹힘 모텔과 마찬가지로 마음따 찰어 강성 

행혈을 국지좌표껴I에서 천쳐l 확표껴~~픔 변환해야 한다- φ}와 같야 구한 장성 

행혈과 콘크è1트 요소획 강성행혈을 조합하어 구초볼의 철체I 캉쩡행렬옳 구 

J성확고， 평형방;성식요로부터 펙종적인 핵를 구하체 훤다. 

〈따) 창단펌 

。1 모탤획 7]-참 큰 장점흘 주변 콘크리트와 철도즈 λ}이혜서 발쟁할 수 있 

변위흘 쉽꺼l 나E]-댈 수 있다는 갯야다. 또한 표탤E설 사 벌도씩 이론쩍안 

휴없아 트퍼스 요소확 I정딴용력요소를 직접 2엌용함으로써 간편하다. 따러 

나 첼갚파 환표èl트를 1-]-누어 모헬E섭 하여야 하므로， 훨요한 요소획 7fl~휴가 

많야짜찌l 확므로 모렐럼여 복잡하게 되고 해석 λl 캄야 킬어한따. φ}와 활용 

φl유로 철근이 고료껴I 복잡한 양상으로 분포펀 춰납건물의 볍;렉I 부분 똥획 

모헬럼에서는 여 포텔올 사용하기 어렵다. 

(라〉 책용 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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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세l 솔랍 01 많이 발쟁할 수 있는 보 • 껴풍 접합부 풍에서획 l:l 1션혐 거동 

윷 해석학고자 활 때 많이 사용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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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II 6 장 재료*닙 I 선형 해석 2. 1렐 

;처~ 1 쩔 콘크러트 보텔 

1. 콘크라트획 째료썽질 

첼폰콘크è1료 구초불윷 유한요소로 해석하71 위해 71본척으로 훨요한 사 

항은 다흡 상태혜서 하충옳 받는 째료획 웅력-변혐률 구성환껴1와 훌}펴어ij tß 
이폰작 해석 풍올 틀 수 있다. 01때 철근혼콘크리프 구조불획 한 Äfl료양l 

창째는 비교적 가늘고 친 형 Eß로 단지 축력딴윷 받는 Äß료01프로， 풍력상Eß 

어} 따튼 따꾀여론옳 고려할 훨요 없여 일축획 웅려-변형률 환켜1만 구성하면 

된다. ζlèÌ나 콘표è1프는 최대 삼축 방향으로 용혁을 받옳 수 있으므로 다 

홉획 용혁-헌형률 환쳐l뿐만 악냐 è1- 각 축 방향으로약 하중바에 따튼 파꾀를 

설병활 수 있는 파펴야폰을 고려해야 한다[1]. φ}때 롤드조èl토는 Äß료71- 발 

응력획 3.71와 ;성로에 따라 션형 또는 비전혐 Äß효효 껴동올 환짜. 착은 

용핵옳 받올 n쩨어I는 첼형 탄생흥로 거동하고， 큰 웅력윷 받거나 용획이 겨1 

뽑 작용활 ;청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획 천쩌I 쳐통어1 영향을 01 찰 청도 

로 심한 비선혐 짝똥을 한다. 또한 다축응력상태에서휘 장도와 창성온 일축‘ 

웅혁상태펴 1컷파는 다료거l 나타단다. 

까. 파과 함Eß 

혼좀표è1트가 일축응력상꽤나 다훌용웹상Eß어l 놓얄 ;형우， 채료와 따펴는 외 

부 하종에 대헥 더 。I상 져항할 수 없는 쩡우 발쩡한다. 폰드포èl트가 환창혁 

올 받올 ;경우 따꾀는 풀혈야 벌챙확여 란혈획 추적방향으프료 폴三쪼è1트확 떤 

장창도71- ::.쇼멸되어 별쟁하고， 압홉력옳 받을 ;성우 따펴논 많온 미세균혈이 

발쟁하빡 모뿔 밥향으로획 압축장도자 소멸휩야 알어난다. 01때 열흡용혁창 

E빠어I셔 Äß료획 따펴는 춘수한 째료획 쩡질인 강도로셔 나타나지만， 다축용 

력상Eß어l서는 착 축밥향 하종 조합에 따한 구조척 j성철올 71-쩌므로 확꾀φl 

R 



론올 흉한 검종아 휩요하다. 

(1) 힐축응력상E>>어I셔 학펴는 인장작 압축에λ1 ZfZf 일쩡한 값띤 따펴표E합 

참으로 나타난다. αl 값， 흑 연장창도와 압축강도는 일필확인장λI 혐 또는 휠 

흙압축샤험으로 쉽제 확인활 수 있다. 

(2) 이축용력상태에서 따펴논 φl홉획 용력 조합에 따라 아래 ζl럽 6.1과 갈 

이 따펴포확션으로 나타난다. 01 따펴포학선은 웰훔웅력상태에서와 한장장 

도나 압축장도어} 단순히 B1 혜하지 않는다. 압축-합축상E>>에셔획 압축감도는 

일축웅력상태의 압촉강도에 B1해 최대 25% 종가하나， 한장-안장상태에셔의 

인장장도는 알축용력상E>>획 얀황장.5:.와 거의 같쳐나 약칸 중7r한 청도이다. 

언장-압축상꽤에서는 웅력비에 따라 강도가 현저하체 잡소하는 첫윷 볼 수 

였다(그럽 6.1 함조). 

그힘 6.1 01축용력상E>>에서의 강도 

;청량 콘크리트어I서는 B1 헥하풍(proportional loading)으로 째하확지 않 

으변 창도가 작아지지만， 1:>>;셔I철으로 펙과포학션은 하총획 -^>>하경로확는 환 

껴I없다. 그러므로 버혜하풍올 째하할 ;정우 여축상E>>의 어느 학종조합혜 대 

해서도 콘표i!l르획 파펴논 최1:>> 인장 변행훌훌 71훈어i 따르체 된다. 

m m 



• 따꾀쪼확선의 모텔링 

보!챙면!청환 부째로 이루어친 구초물에서 콘표퍼토는 흔히 이차원외 

평면웅력상태에 놓아커i 훤다. 이 부채를올 핵짝하지 휘해서는 웰확웅혁상태 

획 꽤료꺼통보다는 이축용혁상돼화 쩨료거동윷 도업하는 젖이 유효하다. 앞 

외 二l렴 6.1의 화펴포확션올 Kupfer와 Ger‘stle는 다음과 깥윤 씌으로 표현 

하였다. 

헌장-안장상E>> : σit ft' (6. 1a) 

인장-압축상태 : 씩1 + 0.8웰 (6.1h) 

압축-압축상돼 : σ 1 +3.65α f(':' ， σlc ασ2c (6.1c) 
2c (1 +α )2 μ 

여껴셔 α:σ1/<σ2 이고， σit화 σ￠는 안창과 압축에서와 주용혁 (i 1 ， 2) 여다. 

이때 부호는 헌장력올 향수로 취하고， σ1 > (J'2이다. 

(3) 삼측응력상E>>례셔 따펴는 쩨 가지의 주웅확어l 관한 합수혐태로 그펌 

6.2와 갈이 빡펴포확댄으로 나타난다. 따:ar서 파펴포학변은 세 7rÄl헬 응력 

벌수 ç, p, e 에 의헥 쩔정휘껴나 세 가지 웅력맨수 대산 변수확 채수를 두 

7>>룹 풀ζ셔 팔면수직용혁 (octahedral normal stress)와 팔변경웬한응혁 

(octahedr、al shear stress)만오로도 첼정훨 수 있다. 

-Øl 

-딴 

그림 6.2 합축용력상돼어1서획 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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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펴포확변의 모텔렁 

따펴포학변을 모탤펌하71 위한 방법으로 얘려 까지 모텔식틀01 쩨안확어 

왔논떼， 여기서는 대표척인 Ottosen의 체안삭올 소채하고자 한다. 二l휩 6.2 

의 (p , 0, ~)확표폐에서 파펴표E확면은 다읍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 - ~I-λ + ;.1 λ2 - 4A I B-;-효;-;- - 11/ (6.2) 
Ifc’l 캡AI ’ v .. ~~ ~ l ~ I f c' I ~) I 

여 71서 11 = 3σm-σ1σ2σ3야고， λ는 다음과 철야 ;청휘된다. 

r K1cosl.추cos -1 (K2cos30) 1 for cos30 늘 O 
λ~ 누니 1 J , (6.3) 

I K1 co하 표 - 좋cos -1 (K2cos30) I for cos3θ 승 O 

A확 B , Kl' K2논 상수이다. 

(4) 따펴야론획 쩍용 

따과를 설I협하는 짜펴여론온 대표척으로 최때용력이론(Rankine) , 최대변 

형률아론(St. Venant ), 최대천단용력이론(Mohr-Coulomb) , 최대천단어I녀지핵 

폰 (Von- Mises) 풍이 았다<:셔러 파펴야론 충 해석하고자 하는 구초물에 

따라 알맞은 파꽤여폰올 선택하여 일관획껴I 척용함효효쩨 따펴상태를 표현 

할 수 었다[5]. 콘크퍼프와 경우 압축강도가 얀장강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 

혜 압축영역파 떤장t정핵울 분리하C셔 적용해야 한다. 

야축융혁쌍태에 놓언 콘크펙트획 경우 힌장에 대해 보수척j표로 얀창-언장 

푸분파 언장-압홉부분은 화대천단용력이폰(Mohr-Coulomb)올 척용하고 있다. 

M뼈401벼없麻h펴펴꿇lr-、、-싫- (6.4) 

ζl려"L.} 합훔에 대해서는 구속효과 뚱을 고려해야 하묘로 최대첨단헤너-^1 여 

폰( Von-Mi ses ) , 좁E잭 구쩌I적으로 표현하면 Drucker‘ -Prager 포헬옳 책용하얘 

쩔명활 수 였다. 이를 통해 푸 축외 압축용력 비가 1: 1 연 경우 강도가 일축 

씌 압축장도보다 중가될는 효파를 표현할 수 있다. 

Von-Mises 찮-재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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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cker-Prager α11 + 、/J2 - π =0 (6.6) 

아래의 그럼에서 점은 Kupfer의 실험 데이터이고， 실션은 각각의 파괴이 

론을 도시한 것이다. 두 분포를 보면 콘크리트의 실제 파꾀거통과 따괴이론 

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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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hr-Coulomb (b) Von-Mises (c) Drucker-Prager 

그럼 6.3 따꾀이론으로 유도한 파괴포락선 

나. 응력-변형률 관계 

콘크리트가 균열 또는 따쇄에 이르기 전까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 

형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필요하다. 이 

때 다축웅력상태에서의 거동을 해석하려면， 다축응력상태를 일축응력상태로 

치환하여 해석하므로 일축 응력-변형률 관체만 모텔렁하면 된다. 

( 1 ) 일축 응력-변형률 관계 

일축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웅력-변형률 곡선은 아래의 그럼 

6.4과 같이 나타난다. 콘크리트는 압축캉도(fc' )의 30%정도까지의 응력에 대 

해서는 선형 탄성거동을 나타댄다. 웅력이 0.3//을 냄어서 최고웅력상태까지 

콘크리트 웅력의 증가율은 점첨 감소된다. 그러고 최대웅력상태를 넘어서면 

변형률은 증가하나 콘크리트의 저항력이 감소되는 변형연화구칸(strain 

softening)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파괴되기 전까지 콘크리트의 손상청도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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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거동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응력이 0.15//,VO.3/c I 정도인 작은 하중상 

태에서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사이 변에서 미세균열(microscopic 

cracks) 이， 시멘트 페이스트 내에서 초미세 균열 (submicroscopic cracks) 이 

관찰된다. 이 미세균열은 콘크리트 구성 재료의 사이 면에서만 하중과 함께 

증가하다가， 약 0.70//에서 페이스트 내부까지 발전하게 된다. 페이스트 내 

부에서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콘크리트 내부의 응력상태가 불연속 

거동을 나타내고 포아송 효과가 증가된다. 계속해서 압축 변형률이 증가하 

면 콘크리트의 손상이 누적되고， 콘크리트의 거동은 미세균열이 외부로 드 

러나는 영역인 응력-변형률 곡선의 감소부분으로 표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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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일축압축상태에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 

다음의 두 가지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응력-변형률 곡선은 콘크리트 

강도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 콘크리트 강도가 를수록 최고 웅력에서 변 

형률이 약간 큰 것과 웅력-변형률 곡선의 감소부분에서 고강도 콘크리트가 

웅력의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성질， 즉 취성을 좀 더 나타내는 작은 

차이가 있다. 

콘크리트 탄성거동 영역의 초기 기울기는 일반척으로 압축강도와 관계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ACI 규준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다 

음의 식으로 주어지는데， 비교적 정확한 값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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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33ψ 1.5ιlc' (6.7) 

C셰꺼 λ~ ψ는 단훼종량으로 lhjft 3빼 단위여고， Ec와 lc'온 lhjin 2딴위여다. 

일축압축응력상태에셔 콘E조i!1트획 포아송B1는 보통 0.19 또는 0.20으로 

척어도 0.15영.22 사여어l 놓여게 된다. 압흙용력이 0.81/애1 도탈활 때까지 

포아송비는 일쩡하나， 그 01후부터는 포아송B1가 중71-한다. 

콘드쪼려트의 응력-변형률 환체와 캉또는 하중 재하;경로어ij è영향옳 받는다. 

하종획 째하 속끊롭 크꺼l 할 ;성우 웅핵-변형률 관제는 떠 급한 71윷기를 찾 

제 혜그l， 합축강도 또환 더 표제 나타난다. 또한 하종올 오랜 셔 찬동한 가 

해주변 강도늠 0.701/찌지 참소한다. 

。}꽤 람 6.5어l셔 보풋이 혈촉헌장올 받는 혼콘크i!1트의 거통도 압축올 함 

홀E조i!]트의 웅혁-변형률 곡선파 벼훗학Ã] 판， 인창창도는 합축강도보다 

훨헬 작아서 (1/ ~ 0.1//) 선형한성으로 해석해도 무밥학다. 또한 인창상태에 

서논 극한팡도 여후 폰크i!]트펙 ;셔항력 φI 급격히 감소하는 취성 쩌똥올 냐 

타내고， 압축상태에 바해 탄성껴I수는 크거IL 포아송바는 작거1 나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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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19itudinal strain 

고렴 6.5 알축인창상태어I서 론드쪼è]트확 용력-변형률 곡선 

인장설혈온 콘크려트 공사쩌I외 포향이나 배치어l 매우 민참하프로 일홉암 

장용혁쌍E>>핵l셔의 완벽한 용력-변형풀 팍션을 얼기71- 쉽지 않따. 따환7l-Ã] 

j료 헌장창도 또한 구하71 어렵기 때문에 근사값훌 주로 사용한다. 설혐 방 

법에 따라 써I 까지 인장창포로 냐놀 수 있는페 척접언장강도눈 4νfc'율，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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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는 7.5많l을， 할선인장강도는 6많l를 사용한다. 

(2) 이축 응력-변형률 관계 

콘크리트는 이축의 응력 조합에 따라 강도와 웅력-변형률 관계가 일축상 

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압축-압축상태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 

는 아래 그림 6.6과 같다. 일축웅력상태와 비교해 볼 때 포아송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콘크리트의 초기 강성이 크고， 극한응력에서 내부손상이 상대 

적으로 작케 나타나 연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c.OI!'I'IPte~!oÎve 섭floJn 

그림 6.6 이축웅력상태에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 

(3) 삼촉 응력-변형률 관계 

유체정역학적 (hydrostatic)으로 하중을 가하어 삼축웅력상태외 콘크리트 

거동올 보면 그림 6. 7과 같다. 이때 콘크리트의 유체정역학적 웅력 

(hydrostatic stress ðO )은 일정하고， 편차 웅력 (deviatoric stress π) 

은 증가하체 되므로 팔면체 천단 변형륨(octahedral shear strain ~o) 또 

한 증가한다. 이때 압빌을 받게 되므로 팔면채 수적 변형률(octahedral 

normal strain EO)은 압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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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삼축합축 

짧홉용력상태에서짧 실험온 현실척으효 어렵 71 때문에 일쩡한 σ。에서 π7} 

변함 때 통 특정한 ;청우어~ -cfl해서만 수행되고 있'C-} . 실혐 펴l이터가 잘 수렴 

하지 않아 ;청확한 결론은 내럴 수는 없져만 캅촉용력상Efl에서 웅혁-변형률 

판쩨에는 분명히 l:l1 첨혐 또는 1:31 탄성 t청혁이 발쟁화고， 전j체i 삼홉용력 조합 

힐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러고 참홉웅력상태에서 바탄성 C영혁의 가장 종요 

한 특;생 푸 가지논 큰 편확 변행훌훌에 의함 부확의 종가(inelastic 

dilatancy)와 유책정햄학적 압력에 휘한 현J성과 장도외 콘 종7}이따. 

(4) 용혁i변형률 곡선획 3표탤 E설 

용력t변형률 팍선은 구조불획 해석에 있어서 7}창 71본펙j프로 훨요한 ;정 

보이다. 앞학~À1 살펴본 바확 칼혁 론표è1트확 ;성우 일축， 이홉， 잠축장태에 

서 용핵*변형훌훌 폼선은 포두 다르다. 그려냐 살져I 해석 사에는 알축상태어l 

서획 용력-변형률 곡선올 이용하므로 얘껴셔눈 일축상태에서획 용력-변행 

팍선율 포텔E칩학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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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단순화 시련 웅력-변형률 곡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위의 그림 6.8과 같이 단순화 

쓰이는 모델 비교적 널리 시킨 웅력-변형률 곡선으로 모텔렁할 수 있는데， 

식에는 Hognestad식과 Saenz식이 등이 있다. 

Hognestad식은 웅력-변형률 곡선의 초기 기울기가 최대강도에서 할선기울 

최대강도에서의 접선기울기가 0이 된다는 기본가 기의 2배가 되도록 하고， 

(6.8) 

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σi - σψ[2찮 -(찮rJ 
Saenz식은 초기기울기 Ec와 최때강도에서 할션기울기 Eip에 관한 식으로 다 

(6.9) 

음과 같이 전캐된다. 

E · E" 

σi=~훨 -2J잖+(찮r 

Saenz식을 보쩡하여 N차식오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Popovics식을 유도 

할 수 있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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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의 채효l:l1첼형 3표펠 

콘크~1트의 웅혁·변형률 곡션은 선형이 야나프로 구조물획 합파 벌우I웰껴1 

툴 함수혐 Eß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프로 할선법 (secant method)과 춤분법 

(iteration method)옳 혼합한 혼합법 (combined method)올 사용하여 비선형 

해석윷 수행하여야 한다. 썩 71셔 필요환 71본;정보는 다혹획 용력-변혐률 관 

껴I를 쩔I협 행훨작。I다. 이 행렬섞윷 표현하는 모텔식온 유도훤 71본7r 

;혈에 따라 탄성 71한모텔(elastic based model ), 소J얹 71반모텔(plastic 

based model) , 소성파펴모텔(plastic fracturing model) , 며서l뭘혈모텔 

(micro cracking model) 동j프로 1-r눌 수 았다. 

탄생 71반모탤은 탄성폰옳 척용하썩 모헬와 ;<ß료행렬이 유도확표로 유한요 

소해석에λ~ 초71화중단체어I셔 l:l 1 척 ;정확한 해석결과륜 준다. 소성 71반포 

텔은 소J녕변형이 i콸쩡하는 껏올 고뭘하핵 혐행훌훌 ;영화를 어폰척으훌 설명하 

고 따에 따른 째료행렬윷 유도한다. 소J녕따펴펠은 01서I균혈 발챙 서 현장 

부분휘 변형 혈화룹 설r챙할 수 있도룩 소성론을 확r:ß 쩍용한 것이파. 01셔l 

균혈모텔은 01셰균혈에 환해 휴포하여 균혈01 많윤 취성채료인 콘표려트의 

J성쩔을 설명하였으나 체산땅이 많은 한첩이 있다. 

(1) 탄쩡거반 모텔 

탄성 71반 모펠은 콘묘131트획 용력-변혐률 관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창 휩 

초로 도입환 포펠로셔， 고책역학협 환성론φi1셔 유포펀 모텔이다. 01 방법은 

폼묘131트와 비선형쩡윷 표헌하기 위해서 용혁-변형률 휴선훌 착 한위구칸별 

션형으로 가정학핵 한j성폰올 적용，Zf 딴우I구칸별로 딴성껴I추훌훌 결쩡하 

밥법 01 다. 불~l척으로 병백한 탐성론을 척용화였지만， 콘크131료가 환성 

론에 맞는 탄쩡혜자 아니프로 여론상 철점이 었다. 이를 퓨복하71 취해 많 

온 실햄 쩔파를 야용해 척촬합 보쩡하핵 챔용한파. 탄성 71반 모텔은 물~l 

여론상 철점에도 불구하고 보헬의 척용01 칙환척이고 췄쩨 01해려므로 많이 

사용환다. 초71펙는 l:l 1 례하충 Ãß하 시에만 척용하다까 실험값울 이용하핵 

포텔올 확창λI렴으로쩌 하종 ;<ß하뿐만 아니라 한복하풍에 대해셔도 책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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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성 71반 모헬외 유도는 Hook획 법착에셔 출발한다. 사설 환성 71반 모텔， 

:삼성 71반 모텔， 소성균혈 ~헬 등 모든 째료l:l1선형 모텔은 결과척으로는 하 

충째하 ;정로에 따라 구간벌로 Hook획 법칙에 있논 중분째료창성행렬 

(incremental material stiffness matrix)울 어용하여 표현판다. 탄성거반 

포헬파 다플 모텔과획 차이점운 하총함수(loading function ), 소성유동법칙 

(flow rule) 풍 퍼장척인 7fl념옳 고려하지 앓고 칙판척으로 명확하커I 한정 

폰올 척용한다는 참여다. 

탄성 71반 모텔로 콘표라프외 캉성여 첨접 감소하는 첫윷 표현하자 위해서 

Hook획 법칙에셔 l:l 1 선혐한쩡 3표텔윷 유도해야 하는더11， 핵거해는 투자-^l 

관첨야 았다. 헛 변쩨로 합선 포텔(secant model)은 패료화 응력상태 

그 때획 변형률상태 Ekl힐 합수 F같로 표현하는 젖여다 è셔 71서 합수 F길는 대 

부분외 활션 텔어1서는 등방정 선형 탄성 응력-변형훌훌 관계로 유포하얘 한 

성껴l수와 포òr송l:ll를 표현하는 푸채의 상수 Es와 ν's7r 결정확어야 한다. 

σψ =}과( E kZ) ( 6. 11 ) 

이 관체는 설쩨 폰크리프의 처풍과 활èl 하종;성로어11 t챙향을 밭지 않고， 

변형률 상돼어l 휘해셔란 채료확 용혁상태7r 결;헝훤다. 그려므로 여 관체는 

반복하중 .Ãfl하 샤혜는 척용활 수 없고， l:l l 혀I하중옳 째하 λI 쩔 때만 사용해 

야한다. 또한 하풍채하 사와 하중쩨l껴 λl 함수가 다르프로 구별하여 척용해 

야하는 불훤함과 하중이 쩨하되는 칙 처I껴되논 쳐플 병확히 구분할 수 없는 

장태어I셔 포텔 척용여 애nfl..!표호하Cr는 단첨어 있다. ζI혐혜도 불구확고 함 

션 모헬의 단순환 척용쩡 때문에 야축압축웅혁상태와 삼훔합흡용혁상태에셔 

론E쪼è1트의 비선형 껴통융 해석활 때 이용된다. 

푸 번째로 중분 모텔(incremental model)로 쩨료거동올 표헌하기 위해 웅 

력상태와 용혁;성로를 고려하는 첫으로 응력 증분과 변형률 중분사01 환껴l릅 

첩션.Ãfl효행훨 (tangential material matrix)로 표현하는 찾이다. 썩지서 접 

선.Ãfl료행헬 D쉰kl는 할션 모텔과 마찬7r-^1흘 동방성 채료로 7r쩡하핵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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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푸깨획 쌍수 Es화 1./s7} 훨요확다. 

dσij = Ð ijkl dεkl (6.12) 

활첼 모텔과 u}찬7}Ä1호 하총Ãß하 λl와 하충쩌}거 사를 구분하여 책용해야 

하지딴， 하총 Ãß하;성로의 ￠영합을 고려하므로 할선 모텔보다 정확한 거통을 

표현활 수 있다. 그러프로 유한요소해석 사 쩍용이 환훤하면셔 1:1 1 ..ñl척 청확 

한 종분 포텔을 쭈로 01용한다. 

장단점 : 

앞펙서포 설r청했듯이 탄성 71반모텔외 가장 폰 장첨은 이폼획 척용01 채념 

척오로 딴순하고 확실하다는 첫이다. 한순하커I 쩍용펀 한성 71반쪼헬은 사용 

웅력상Eß에서논 비교적 ;헝확한 껴l산결과를 추-^1 만， 극환응력상태에셔는 좋 

결과활 주-^1 봇한다. 그러나 이 첨운 구조책석 시 큰 문쩨l가 되지 않는 

다. 실쩌1 二규조불어I서 극한 참도에 여프로는 부분은 전체 구조물에 1:1 1해 극히 

미소한 부분야고， 뮤한 창도어I 야르퍼 나타나는 구조물휘 비선형 거몽홉 용 

혁-변형률 관;체보다는 콘크ç1프의 균혈이나 철근의 함복이 더 콘 영향을 주 

기 때분이다. 

혈홉웅력장Eß 

휠 또는 축핵올 받는 부째는 축방향으로 알축웅력상돼어I 놓여찌I 된다. 일 

축웅력상Eß어I서는 o}무çl 복첩한 거통어라도 창성과 웅획이 변혐률만획 함 

수이프포프료 칸단하게 쩨 çl훤다. 휴， 알축응력상태어l서는 중분 보텔과 활선 모 

헬획 구분이 없이 합수혐태를 간탄하제 책용훤다. 

앞에척 쩌l시훤 1:1}화 찰01 Ãß효창성합;수를 1:1 1.;표쩍 쉽퍼l 구할 수 있효묘로 

01 합수훌훌 71본효로 1:1 1섣형해척을 수행할 수 있다. 

이홉웅확장Eß 

콘크라르 전한벽과 갈은 부Ãß논 01흙용력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01홉용혁 

상Eß의 쁨Ãß는 대부분 평면응력상Eß에 놓이고， 균열。l 발쟁하71 천까Ä1 1:11 

선형겨폼을 한다. 추I성쩨료언 콘묘çl트는 균썰어 쉽게 발챙하여 균열 천과 

균칸혈 후와 거통01 확변하 다효다. 그퍼 균열 천짜지논 풍밤성채효료로 7} 

m m 



쩡하여 해석한 후 균열 발쟁 후부터는 거통올 다서 ;협씌하여 해석해야 하짜 

만， Ãfl;청의하는 변쩨로움올 피하기 위해 직교풍방성으로 7r;쩡하핵 균혈 천 

후 꺼똥을 종합척으로 해석확는 방법윷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직교통방성 

야한 론코려트에 균혈01 발쟁하면 끊혈방향과 균혈에 수직언 방향으로외 쯤 

질성윷 말한다. 

먼척 동방성채료로 7r쩡하여 반성폰윷 척용하벌 다릎과 같은 I청딴웅력상 

태에서와 Ãfl효강생행렬울 구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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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her와 Gerstle은 아래외 ζl힘 6.9에서 보돗아 쳐1척한성껴l수{bulk 

modulus K E/3 (1- 2ν) )와 전반한성체수(shear modulus 

G= E/2(1+ ν) )를 실험혜 의해 활면풍u천단용력 {octahedral shear stress 

7남떼 관한 합수토 표현하여 Ãfl료강성행혈윷 완성하혔다. 

어 쪼혈식은 작은 용력상태에서는 벼교척 잘 맞저만， 용력이 커지변 오차 

가 커진파는 한참여 있다. 01 펀 한첩애도 불구하고 전쩨 거동옳 1:1 1 ..l표쩍 ;정 

확하체 표현하므로 널리 사용되고， 또한 참홉응력상태를 해석할 빼도 겉은 

재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Romstad, Taylor와 Herrmann은 아돼 그림 6.10와 같여 파꾀포확션에서 용 

혁획 조합에 따라 구칸으로 나누야 구칸별로 얄청한 환성겨l수확 포Or송l:Jl 

제시학였다. 

。I 밥법온 용혁으로 표현환 파폐포확션에샤 구칸옳 ;형외 t.-fl펀 후， 변형률 

로 표표현훤 파펴표E합선으로 구깐옳 변환^l쩍서 한점폐수와 포아송1:11룹 확언 

함으로써 용혁-변형훌훌 략선을 쩡휘 내려고， 현화구간까지 표현할 수 있다. 

렉때 구간별로 열정한 환성껴I수와 표효아송비를 쩌l얀하므로 용혁i변혐훌훌 팍선 

은 C셰려 7fl획 구칸벌 선형합수획 형태로 아:ç.fl 二l힘 6.11과 갈이 냐Er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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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따펴포락선에서 하중 단계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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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Rαnstad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런 웅력-변형률 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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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픔짜지는 콘표퍼토를 통방성 Ã~료로 보고 째료강생행훨율 완셈시켰다. 

웰반척언 패료에 대해서 천재하기 위해서는 여방성 채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따. 특히 콘크리료는 균혈이 발챙한 후 직쿄풍밤성와 성질을 나타내므로 

똥방성 보다는 이방성 Ã~료학11 t:.~해 유도확는 찾이 찰용에 환t?-l하다고 할 수 

φ1따 

Liu, Ni losn과 Slate는 비해l하중헥 대해서 아방성 Ã~료획 용혁할수툴 다 

음파 같이 ;청의 하며 유도룹 하혔다. 

σí σi(EÜ α， ν) ， i 1,2 (6.14) 

여 71^ì α : σ1}σ2 

대한 용력함:휴를 

획 l:fl 이고 v는 포아송비아다. 우}와 총 변행률쩌I 

표헌한 웅력합수에도 작용할 수 있다교 자;정하어 

한성폐수를 구해보자. 01 n쩨 포아송버논 Ã~료창쩡행렬에서 척첩 고려획 

용력함수어~영향올 푸는 변수어I 추짜할 펼요 없고， l:f 1 혜하종에 대해 

;창한 상수학므로 첩씬황성은 다홉과 같야 구해진다. 

E
i

:::::: dn i 얀μ α ) , ￠ : 1 , 2 (6.15) 
- αfi 

푸 주용력축은 서로 작쿄하프로， 위와 접선장성에 포아송 효파를 고려한 

쩨효캉성행렬은 λ:::::: E1/(E1/E1 - ν2)를 이용하여 다읍과 같여 표현할 수 있 

따 

휩 λ필 λU 
M 2 ~== λν λ o 
001 1 1" E2 

E1E2 o 0 
E1 +E2 2E2ν 

(6.16) 

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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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l힐 6.12 Liu, Nilosn, Slate짜 척I안한 모텔 

Darwin과 Pecknold[4]는 풍자일축변형률(equivalent uniaxial strain)의 

채 1겸올 도업하여 각 하종상Eß에서 주웅력축윷 풍7}으J 힐축 용협-변형률 관 

;례로 표현하였으I팩， 이때 풍자일축 변행률은 다읍과 깥이 구합 수 있다. 

fμ= ! dEiu = ! 뿔L (6.17) 

즉， 다음과 같은 직교통방쩡의 채료캉성행렬이 었다고 하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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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그러면 동7}힐홉 변형률윤 아래화 같01 :;청회훤다. 

따1μ= 않[ÚÆl +調값2] 

μ 1훈찾 [v짧따1+ 값} 

(6.19a) 

(6.19b) 

。I 값은 실쩌l 변형률이 여년 7}캉의 변형률야다. 그러므효 설폐 변형률처 

따
 밍 



함 주웅력홉외 회천여똥을 통한 변형률회 변환 풍 Ãß릎역학쩍 성철올 찾지 

않고， 단순히 폐릎성철씌 변화를 표환해 줄 뿐이다. 이축획 흘강력상태를 촉 

혁l 묶립된 7}-상폐 변형률로 표혐하므로 각 축 사야회 관쩨얀 포아송 효파는 

나E}-냐치 않고， 딴지 등가웰축 변형률과 웅력l:Jl 만확 함수로 웅력함수차 표 

현된다. 그러므로 한성체수는 약꽤와 찰이 구해전다. 

E~= 삶씨tiμ，α) 
αt~μ 

(6.20) 

0] 값윷 이용챔 Ãß료장성행혈율 구하면 아래와 같이 셔효 영향울 주는 부 

분 없어 푸 풍7}-용력 변형률이 독휩책으로 용력울 유발학커I 된다. 

dσE1dt1μ (6.21a) 

dσ2= 꿇dt211， (6. 21b) 

이 방법윷 이용하여 콘표èl토외 웅혁-변형률 관켜1훌훌 유~하여 설협값과 

비교하변 아래의 그립 6.13과 같다. 

-t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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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l펌 6.13 Darwin과 Pecknold가 쩨한한 Æ헬 

삼축용력상Eß 

참촉훌혁상Eß어I서획 유한요소해석 셔 야론쩍<{l Ãß료강성행렬획 유포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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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용혁상태에 비해 11>>우 복잡하므로 때부분 재료실험옳 흉한 결과룹 도입하 

여 실험식율 71받i프로 째료강성행훨을 구하째 된다. ζl라냐 삼훔웅력쌍E>>휘 

콘드굿i;] 쳐통은 포탤섞여 많은 자;정룹에 씌해 쩌l약되어 있어 실책획 거동 

표현하는 더I 다소 푸라가 따르고， 또한 척용의 복잡함 때문혜 낳려 사용 

되고 었Ä] 않다. 그돼셔 7]초 콘표i;]트처혐 짚축웅혁상E>> 인 찾아 확실환 껴 

통5: 야홉용웹상E>>획 f표텔윷 야용하여 활장 혜석한다. 

(2) 소썽 7]반모텔 

앞에서는 콘크라 탄성체라고 7t쩡하고 Ã>>료강」념행혈윷 유도하였다. 

그퍼나 설;쩨I 콘크리트는 하중 Ã>>하 후 하충야 ;랙I꺼 될 꽤， 발생한 벌형 총 

소성변형온 회복되지 않고 일부분한 환성변형딴 회복되는 비탄성 찌통올 한 

다. 여를 청확히 고려하려면 한성환형애 대해서는 탄썽론올 적용하고， 소성 

변형에 대해서는 소쩡본윷 척용하어 유도하여야 한다. 

용혁-맨행률 곡첼얘서 콘크i;1토가 항복어~ 01프71 잔짜지는 탄성거동올， 

항복한 후부터는 유현한 패료가 유쳐I처혐 효프돗여 소성효롬(plastic flow) 

아 셔작훨다. 파펴까 알어나기 전짜지 소장효룹휘 C영향야 지속퇴다7}-， 화펴 

7t 발생하딴 따펴 후 꺼동 휴， 균혈야나 따쇄의 영향을 밭는다. 소성호품윷 
표현하기 위한 소성흐룹법펙 (flow rule)은 소성변형훌훌벡터가 항북포학션 

(f(σ쐐 )에 수직하다는 성철올 αI용하여 다음파 찰야 표현된다. 

d짧 dλ흙 (6.22) 
., .... 

여기셔 λ >0는 스촬i;t량으로 소성변형률획 E쪼7]훌훌 철쩡한다. 그i;]그X 총 변 

형률은 한성병형륨(dt장)과 소성변형률(dt원회 합으로 첼정된마고 하였요프로 

다음과 같φI 껴l산훤다. 

dεij = dtij de융 (6.23) 

C에거에 항복01 펠생하71 천까지 탄성구찬에서휘 일쩡한 한쩡폐수 D싫l룹 끊 

입하애 용혁-변형훌훌 관껴I를 탄소성으로 표현하면 다음파 같다 

η
 
ψ
 



ψψ =D융kldEZl = D잃ldEkl- D앓kldEfcl = D잃ldEkl- D옹kl dÀ폈L (6.24) aakl 

여기서 소성변형률을 소성흐릅법칙으로 표현하여 dEkl어1 관해 전채하면 전체 

째료강성행렬 D낀kl을 구할 수 있다. 

소성호릅법칙을 적용할 때， 재료의 비선형거동을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누 

어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14과 같은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 

선형구간은 A에서 C까지의 경화구칸과 이상적인 항복이 발생한 C에서 D까지 

외 완전소성구간으로 나핀다. 

콘크리트의 비선형거동은 일반척으로 경화구깐으로 나타나므로 콘크리프 

는 탄성-변형률경화소성모델(elastic-strain hardening plastic model)로 

해석해야 한다. 이 모텔로 해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탄성구간 

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항복함수이다. 이축응력상태에서의 항북함수는 앞에 

서 언급한 파괴포락선과 닮음인 함수 형태로 아래 그럼 6.15와같이 나타난 

다. 또한 재료가 항북한 후 따꾀될 때까지의 하중함수도 닮음으로 그럼 

6.15에 함쩨 도시하였다. 

C:r1성쳤앓ng: 

c‘om휩r~j(l 

그림 6.14 소성모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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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항복함수와 하중함수 

경화인수 응력과 소성변형률， 이때 항복합수 빛 하중함수는 다음과 같이 

의 함수가 된다. 

(6.25) f(σij' 짧， k) = 0 

하중함수의 일관성을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이 만족되어야 한 

(6.26) df= 경Ldσi1+ 검~ dEfi+ 검~dk= 0 
aσψ :J I 8E융 :J I âk 

다. 

(6.27) 

여기에 앞의 탄소성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예= 魔D융kl(dEkl - dékl ) + 짧짧+ 짧dk= 0 

(6.28) 

그러고 소성흐름법칙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df= 펴Ln싫 (dEkl- dÀ-;깊L)+ 흐LdÀ-견L+ 학효~dÀ-견L=o 
σψ ZJκt \ ~~k; t δσkl δf장 δσkl δk δE장 δσkl 

dÀ를 구하면 다음과 소성변형률을 결정하는 스칼라값 

m 

빙
 

정 ~l하여 λ1드L 
，i:;프 위의 

같다. 



dλ 〔議)짧ldεkl 
-

h+(뚫)뚫npq (짧;J 
(6.29) 

φ} 펙 ;성확켜1수 h는 아~ij와 찰이 껴l싼훤따. 

h=- 갱L경L- 깊E효효-펴L (6.30) 
aε장 8σíj ôk θE휩 Ô(Jíj 

。l 값을 다λl 환소성 용협-변형률 관껴I에 대엽하면 ζ효성장성행렬올 구할 수 

있다. 

했 =D융kl따kl- D앓kl값짧 =D융kl따kl D왔kldEkl D짧t값~ (6.31) 

I쟁7í;1 
짧{聽J(옳〕않'Skl 
h+(싫뚫)짧npq (짧) 

(6.32) 

01때 천처l강성행 

우해전다. 

다음과 갚01 한쩡캉성행혈과 소성창성행렬획 합으프릎 

D짧 D웠kl+ L쟁kl (6.33) 

만약 Ãfl료획 l:l l션형 거동을 한성-환천소성포헬(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로 해석한다면 항복합수는 용력딴획 합수가 된다. 

f(σ쉰’) 0 (6.34) 

좀 검L 깊"[ = 0 01프로;성화폐수 h=O.로 소쩡강성행혈온 다음과 같01 
8ε짧 δk 

.:r-책진다[14] . 

w - D잃{짧J(議)짧kl 
ψkl--1솥짧〔펠;) 

참판첩 : 

(6.35) 

실쩌l 콘드호&1!츠휘 &.성칙봉윷 표현합으로써 분병한 불&1야론에 바탕옳 푸 

유도하였따. 그~fl서 실함철과와 비교작 좋은 쩨산결과룹 푼따. 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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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탄성 부따 변화룹 표현활 때， 확펴포학션에 화해 촬정되는 하풍Ã~하면에 

소성호룹법칙율 척용하여 표현하므로 내부마찰애 의한 어l너찌 감소를 고려 

하-^l 못함다. 이 C챙향은 1:1 1 탄성팽창껴I수(β)틀 도입하여 보청해 줄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자 인장력을 천혀 받지 못한다고 자청하여 유도함으로썩 부 

쩌운 부Ã~와 극한응력상E>>어l 놓은 콘크ë1트에 대해셔는 비교척 정확한 철과 

주지만， 짧은 부채와 사용웅력창돼어l 놓언 콘표라료에 대해서는 좋온 결 

파률 듀~-^1 봇환다. 

(3) 소쩡따꾀모텔 

소성폰옳 Ã>>료획 파펴 후 쩌동찍지 확장사쩍 척용하지에는 다소 무리가 

따플다. 앞에서 언급했돗이 따펴 후 부째는 01-촬이나 01세균혈에 의한 영향 

。l 크므로 。I를 고려한 소성파꾀모텔은 짝펴거동올 쩡확히 고려해푼 모텔01 

ë 1- 합 수 있다. 즉， 아래와 칼이 한성쩨수 〔싫kl어1 의해 웅력-변형률 관체가 

구성훤다고 학자. 

dn캅 = 끽jkldεZf (6.36) 

Ã>>효휘 파펴 71- 발챙한 직후 응혁은 변하지 않고， 따펴사의 웅혁 (dn웰만윷 

고려하고 었다. 

dσ않 = d7ij+ &7장 (6.37) 

그려냐 변형률은 유채혁학적 압력 01 푼 상태에서 갚:성술럽(짧)에 획해 종 

까학는 현상여 발쟁한다. 

햄=dEψ - de쌍 (6.38) 

Bazant는 우}와 깥은 효과룹 고려하여 소성따꾀5:.댈올 처l 안하였다. 

창한챔 : 

앞에셔 언급했뭇야， 따펴 후 거통까지 청확한 구조거통올 파악할 수 있으 

나 보헬야 때우 복합하고 그에 따랴서 쳐1산사칸 또한 매우 킬<>J -^l논 한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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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혼크è1료획 균열꺼풍 

콘표è1프는 쩨료 특성장 양I창력어~ uß우 약하기 쩨분에 균열φI 쉽게 발생 

한다. 이란 성질은 콘크리트획 버선행 꺼통어l 콘 영향올 푼다. 폰크리트가 

인장력을 받으면 선형탄성-취성 Ãß료쳐렵 쩌풍하는더t 여때 중요한 첫은 현 

;셔1 끊혈야 발생하는가화 발생한 균혈와 영향이다. 

필f열φl 발꺼렁하71 사착할 때의 용력면 인장캉도는 현장옳 받는 부분의 

용력요로 결;청퇴는 첫01지만， 실척1로 폰크라트의 균혈은 주응력흙과 일치하 

0:] 발쩡하지 않아 정확히 쩡확훨 수 있는 불èl 량이 아니다. 인장λl 함 또한 

짜따로워샤 오하까 쉽게 발챙할 수 었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 시， 론크리 

트자 극한 하풍상태에 놓아면 콘크리트츠는 한장력을 받윷 수 없다고 가정하 

여 해척하고， 얀창캉도논 합혹강도어I 비해 uß우 착아서 부패71- 뱉는 언장혁 

꺼획 철근야 받도룩 설계획므로 콘크리트의 씬창강도어} 오화71- 였다교 

해셔 부Ãß의 쩌통어l 큰 영향옳 쩌처지는 않는다. 보똥 이홉용력상Eß획 콘크 

è1 .!2.는 Kupfer와 Gerstle획 모텔씩을 사용하썩 한창강도룹 펼;청하고， 힐홉 

용력상댐의 콘크리르는 푸채가 놓인 쌍황어I 따라 직접인장캉도(direct 

tensile strength) , 훨씬장강도(flexural tensile strength) , 쭉즈챔힌창강도 

(splitting tensile strength)툴 선택쩍으로 사용한다. 

흔촌굿쪼è1트t써I 균혈01 발쩡하면 균혈폐 수척방향으로 함창옳 받옳 수 없71 

꽤문에 꾸쪼불획 거똥은 균혈이 발챙하71 전에 l:l 1 해 확면학 다르찌 된다. 

이 품혈발쟁 후 거통올 해석하는 방법에논 야산균혈모헬(discrete cracking 

model) 과 분산권혈포헬(smeared cracking model)이 있다. 

( 1 ) 여싼균열모텔 

01싼균열포헬은 Ngo화 Scor‘delis어I 회혜 째발되였는떼， u1 èl 철정훤 균혈 

면을 따라서 균열어 발챙한다고 가청하여 유한요소포헬에 설쩨획 균열올 그 

째로 표현한 첫여다. 그러므로 부째와 국지척면 쩌통올 따악할 때 쭈로 사 

용하는 모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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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èl 결정된 균열변에서 언첩한 요소사여획 용력이 인장캄도플 1념어λ~ 변 

푸 요소는 더 이상 현쩔되어 있지 않는다고 자정하여 유도한다. 이때 균혈 

의 위차는 요소획 ;정계면에서만 발쩡한다고 자쩡하논페， 최대 주용력획 2r 

직방항:과 7}장 1:1 1슷한 쩡껴I펀윷 선택하여 균혈변으로 철장한다. 균혈01 발 

천함에 따라 한체별로 언접한 쩔점윷 변축하C셔 분èlλI켜 균혈면올 확대하꺼I 

되므로 학풍단체떼 따라 구조물올 ~l~협획해야 한다. 각 단폐}혈로 균혈변올 

표현할 때 아래 그럼 6.16과 찰이 삼각형 요소룹 사용하변 7ß념척으로 명확 

하고， 척용이 환려하다. 

§‘ee‘ reintorc흘mßot 

고럽 6.16 01산윤혈모헬올 여용한 보확 유한요소텔렁 

이때 좀더 u1세한 균혈올 해삭하거냐， 룹혈어l 곤접한 부분의 용혁을 구하 

려면 요소틀 촬커~ 1-}누어야 한다. 혹， 여산균혈모텔은 요소획 E쪼71 어i 종춤 

짝이다. 고렴어~~죠 불구하고 이 모탤옳 사용하는 목척온 부착응력， 꼴~ß의 

벚물힘 효과， 다우얼 효과 풍 균혈면에셔의 콘E쪼èl트와 첼갚 또는 콘표리 

칸획 상호 작용윷 해석하71 우}함이다. O}ëß ::L럽 6.17깎 깥01， 균열이 발챙 

한 후 분èl훤 철첨 사학에 소프렁이냐 렇드쪼흉ζ갚룹 설치하C랙 해썩하면 위획 

효과틀을 고력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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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힘 6.17 끊혈변에서획 c셰려 부착효파를 해석하기 위한 흉갖: 

령크요소를 적용함어1 있학서 균혈이 발생하껴 천어l 균열딴어I 설쳐하핵 폼 

표1;.1트 장성을 갖도록 하고， 균열 발챙 후 렁크요소확 창성을 크꺼l 풀C셔서 

맞물힘 효과룹 표현하도폭 하면 렁크요소블 째청외 하는 번거로움올 피 

수 있다. 

창단장 : 

변형률의 불면속성 동 균혈올 설쳐1와 같이 표현 할 수 었고， 균혈면에서 

작용하는 여러 까지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ζ1 è]1-]- 균열면촬 촬쩡하는 떼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철첨양 분1;.1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행혈의 따폼이 

중7]-하역 체산시간이 표케 중7]-한다. 그퍼므로 어산균혈모텔은 훨근콘크리 

구조풀확 균혈이 발청하고 었는 어떤 특창한 단쩨어l셔 01 1;.1 결청훤 균혈 

위치롤 가지고 국^1척한 쩨료거봉윷 해석활 때 주로 사용훤다. 

(2) 용관갚혈모웰 

분잔균혈모헬윤 프퍼스트퍼I스트 론크1;.1트로 한틀어침 원짜로화 짝폼옳 룬 

석하71 우}해서 처음 채발되었는더~ , 요소의 수학쩍혈 유도과;헝어l 따라 

Rashid의 촉때청 효소를 이용한 방법과 Echever、ria휘 균열과;청윷 ̂ 1 afl 방;성 

삭으로 표현한 밤볍야 있다. 두 유도방법 포푸 01 1;.1 7]-청된 균혈변 없이， 

요소휘 Ãfl료캉성행렬에셔 균열올 표현할 수 있도폭 져1수룹 변환λ}쩍서 균혈 

요소 t.-ß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균열와 국져척언 쳐통은 펙악하71 

힘드냐， 주초불어~ 771착는 균혈씌 철처l책헌 쳐동을 따악하는 데 추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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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척 쩔병환 이산균혈모텔에 비해 균혈이 발쟁하여 발천함에 따라 균혈벌 

윷 쩨청의 할 필요 없이 균혈과쩡옳 자동화하여 모든 방향j프로회 균열올 표 

혐할 수 있파. 또한 끊혈이 주요 발챙져점 뿐만 아나랴， 구쪼불의 어느 부 

분이든 발쟁할 수 있홉올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산균혈모텔에서는 균혈 

폭휘 처}약01 없었지만， 분산균열모헬은 아돼 그럽 6.18과 갈이 한 요소휘 

경계 l.-fl판어}셔 존채한다고 7r정한다 . .::L èfl ̂ ì &.수획 큰 균열보다는 척장랭 

3.. 등에셔 발생하는 며서I한 다수의 균열옳 해석하는폐 주로 사용훤다. 

그휠 6.18 분산균혈포텔 

우}획 렴과 같야 균열야 요소의 내부에 있다고 가청하핵 균혈윷 해석하 

려벌 균혈아 벌생환 후 요소획 Ãfl료강성행렬올 수쩡해야 한다. 균혈어l 수직 

밤향， 확 주응력 한장밤향에 I청행한 밥향으로획 탄성껴}수룹 0으로 소멸시캄 

으로싹 균혈야 발쩡한 콘크리트7r 더 이상 띤장에 져항하지 봇합윷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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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이때 야폼척으로논 두 주용력 방향사야의 상호관계도 균열발쟁으로 언하 

φ， :!.ξ멸되므로 천단탄성폐수로 표현되는 부분도 O오로 소멸되어야 한다. 하 

지만 설쩌I 해석 사， 짜면폐수(reduction factor 0 < β 들 1 )률 도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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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딴받성켜1수를 ßG로 고려확꺼l 된다. 닫f약 ß= 0_으로 해석윷 하혐， 혜적 첼 

과 실;헤로는 골재확 맞물럼 효과 풍으보 인해 벌A쩡하찌 않는 요소가 일 ï t!Ì 

칙는 현상(distortion)여 발쩡할 수 있으묘로 지면껴I수를 모업함j프로써 균 

혈거동올 보다 ;형확히 표현해준다. 또한 해석 서 모든 방향으로 균열이 발 

쟁하핵 철첨힐 지.Ã1참석 없학Ã1면 해룹 구할 수 없는 특이성 (singularity) 

이 발생할 수도 있는더t 이흘 01 현혜 방지한다. 

• 고청균혈모탤 

분산균열포탬01 껴l속 하중올 받으면 요소 l헤와 균혈획 7fl수7r 첩첩 중7r 

하거I 훤다. 첫 번째 균열이 발생활 때에는 추웅력방향과 주변형률방향이 깥 

값， 철란용혁과 철단변형률이 。이프로 야혼척으로 천단탄성폐수는 0‘으로 소 

멸되지만， 두 번째 균혈이 발쟁하변 상황이 탈랴잔다. 푸 번째 균혈획 주용 

확방향은 첫 반쩨 끊열좌 약칸 다료프로， 헛 번째 균열어I 획해 쩔;정훤 주축 

뎌 야장 주옹혁홉야 되지 않아 첨단응혁의 발챙옳 설병할 수 있는 현딴 

한성폐수를 도입헥야한다. 야활 해철하71 워해서는 새로 발챙한 균혈올 포 

푸 고려하어 주축올 새로 껴l산혜야 균혈꺼통을 정확히 따악할 수 있다. 

려나 개펌척 편어 상 푸촉올 첫 번째 균협 벌챙시의 쭈홉으로 고쩡해서 모 

텔을 청획할 수 있다. 

고쩡균혈모탤훌 사용할 청우， 딴약 첫 벌째 균열01 발생한 주혹용 σ1φ1 ~r 

한다띤 푸 번째 균혈은 여론책으로 그 쭈촉펙 수직언 σ2와 σ3방향에서딴 

발쟁할 수 있다. 여현 방법오꿇 해석하면 욕한강도는 설쩨 보다 크꺼I 체산 

활다. ζlf책1-r 설;셰프료 우 번~fl ~혈온 찰은 점에셔 발쟁학지 앓고 요소내획 

다륜 위쳐에서 발쟁확교， 쭈홉운 첫 변째 균혈획 주축과 수직이 퇴지는 않 

논다. 01틀 보;청확71 위해 작쿄학지 않는 고장균혈포빨올 도업한다. 

Cervenka는 두 번째 균열어 형성획었을 때， 힐차균혈과 수직띤 방향으로 

외 장성을 O요로 하고， 콘크밝트획 첩선창성행혈올 여하균열방향으폴 호}천 

변환λl 컨 첩선캉성행렬효 납}쭈어 얄차균혈과 수직언 방향으로외 창썽 부분 

윷 원래의 접선강성행혈혀~ ~fl 입시쩍 줌으토썩 푸 번째 불열깎 고 어 후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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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획 협향올 고f택하였다. 

Delft와 Barzegar는 균혈01 발생한 판크려트에서의 변형률울 다음과 찰이 

분려하여 고려하였다. 

값== dtc + εdEi (6.40) 

핵 7]서 dtc는 균혈 λ}이 콘크리트 째효의 혐형률이고 dti는 위쳐 ￠어l 있는 

균혈획 변행률로 방향여 다른 균혈은 2럭랑한 화천변환올 하여 첫 번째 균열 

의 주축방향 변형률로 나타낸다. 0] 쩔폐 겨}산된 변혐률과 요소에 가해진 용 

력과외 환켜l툴 균혈창성행렬(Crack Rigidity Matrix)로 표현하여 고려한다. 

균혈야 발생한 콘표:e.1프화 변형률옳 고려할 때， 하쯤여 종71-함에 따랴 껴l 

속 변하는 주용력축과 첫 번쩨 균혈여 밥챙했올 때회 주변형훌훌촉0] 서로 일 

치하Ã1 앓으므로 주용웹에 따른 변혐률윷 껴l싼하지 위해서 천탄탄성껴I수( G) 

의 짧。l 중요하다. 천탄탄성껴I수획 값은 룹혈로 현하썩 균혈이 없는 콘드쪼 :e.l 

트의 값과는 다프료표로 앞에셔 도입한 Ãl연책수룹 이용하여 칙교하지 않논 

고;형균열모텔올 고려활 수 있다. 설험 결과 Ã] 연껴1수의 값은 여러 까지 혐 

돼로 표현되지만 이 값의 변화는 천쩨 거롱에 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 휠천균혈모텔 

회천균혈5:.텔은 균혈야 발쟁하고 었는 순캄획 응력과 변형률옳 켜I산하핵 

그때그때회 추축을 쩔;헝함으로써 분산균혈모텔획 첩선강성행렬윷 ;청와한다. 

회천끊혈포텔융 이용하여 환혈껴통올 해석하면 채팝상오보도 옳고， 쩔과도 

륙한창도71- 코커l 껴I란되는 고;헝균쩔포텔보다는 ;청확하다고 활 수 었다. 또 

한 포헬식이 칸혐하여 쩨싼사칸도 척거l 쩔리고 수혐썽도 좋다[20] . 

Gupta와 Akbar는 끓소획 전체 용협과 변형훌윷 u1분하어 용혁종분따 별행 

률종분옳 구해 그 관계룹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D(B) = iσ 띤 )sin 22~I _11 그I 그Z앓~O 1 
8(εx - ElI ) I - co짧 co끊θ cot220 

(6.41 ) 

썩껴서 8는 z혹으로부터 한시제방향으로 주한창묶밤향(σ1 )획 Zf..s:.φl 다. f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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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축에서 째료의 강성을 고려하므로 전단변형률은 0이 되어， 회전균열모 

텔에서 전반탄성체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마. 콘크리트 거동해석 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 1 ) 인장강화효과 (tension stiffening effect) 

콘크리트 요소가 받는 웅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하면， 요소에 균열이 발쟁 

하얘 언창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아돼 그럼 6.19 

에서 보뭇이 실제로는 주균열에서만 인장에 저항하지 봇하고， 주균열 사이 

외 콘크리트 부분은 철곤에 붙어서 약간의 인장력을 저항해 준다. 

「geinfcr:emenI ?pri치 :"( ;::7" 

쐐r j t I1 
ι( { ~ι “、 I !---;놓 P 

I 11 

그림 6.19 인장균열이 발생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때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는 웅력을 도시하면 아래 그럼 6.20파 갈다. 

그펌 20(a)에서 주윤열이 발쟁하지 않은 부분의 콘크리트가 인장력올 받는 

첫을 확인할 수 있다. 

「‘ Ävera s; e

(a) 콘크려트의 웅력분포 (b) 철근의 웅혁분포 

그림 6.20 인장균혈이 발생한 구조물의 웅력분포 

- 108 -



첼갚콘크èl토 전단벌과 같이 i형혐웅력상Eß로 하중윷 천활하늪 부Äß힐 경 

우 얀장강화효과가 하중-변형 관껴l어ij 01확는 영향이 크기 때분에 ;청확한 창 

성과 국한척항력올 예측하기 위해서는 안장강화효과틀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표거l 푸 까지로 나눌 수 었다. 아래 ζl됨 6.21(a)와 같이 첼픈에 

고 효과툴 고려해추는 방법과 그럼 6.21(b)화 찰01 원돼는 없다고 71-정하였 

던 콘크리트획 인장용력을 새로 쩡의하는 밤법이 있다[9]. 

σ A 

lG 15 20 f:j r:; t 

。 r- γeraç앙 c,cnC r'et'C strol!S: ε ‘τ t: ra; Ti c 'Uf"ve 
fi l- ‘-- -“ I <l ue ,Q :>rr，γes!>.ve ζrackìnç 

(a) 효과를 촬픈에 고려 (b) 효좌를 콘크èl토어l 고려 

二I힘 6.21 면창장화효과외 고려 

휘 두 71-Ã l 밤법 중， 언장창화효과를 캄편하거I 고려하기 위해셔 콘묘è1트 

외 한장용력울 청외해주는 인장창화모헬울 주로 사용한따. 인장창화3표텔은 

최갚어} 이르려 표}파혀111셰지 채념을 비롯하여 첼근과 폰크èl트 사아획 부착작 

용에 포대룹 푸고 개발획어 왔1:1-. Kwak 풍[8]은 주언청방향쩌l서 힘으1 1청행， 

척합조천 빛 부짝융협-슬럽펼껴l를 토대로 직교01 방성 구쩡모텔어I 쩍용이 용 

야학도록 ;헤}안한 아래 ζl럼 용.22외 힐장강화모헬을 사용하어 얀장창화효과 

고려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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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22 인장강화모델 

균열이 발생되기 전까지 즉， 콘크리트가 받는 응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하 

기 전까지 선형으로 표현된다. 그 후 콘크리트가 인장강도에 도달하여 균열 

이 발생하면(그림 6.22의 0점) 인장강화모텔에 연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 발생된 작은 균열은 콘크려트의 여러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균열이 계속 진전되어 주균열이 완전히 생성되기까지 인장강화모텔의 

웅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명균변형률이 약 0.001정도가 되면(그림 6.22의 A 

점 ) 균열의 개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 진다. 이 부분(그림 6.22 

의 0점이A점 구간)은 아래와 같이 모사된다. 

tanhka 
σc ka 
ft' 1 - sechka 

(6.42) 

tanhka (1- IF) + / 4 l 
E \.- / (ηIPzCos 9 + ηy Pysm 48) • kQ 

Ec 1- sechka 
(6.43) 

여기서 9는 기둥의 수명방향과 균열이 이루는 각도이고 2a는 균열과 균열 

사이의 명균연직거리， 띠고} ny'은 각각 $와 g방향의 탄성계수비 PX와 Py는 

각각 I와 y방향의 철근비이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상수로는 포아송비 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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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와 인장장도 ft', 균혈야 발쟁했을 때 콘크라트획 변형률 εc == f t'/Ec 

01다. 또한 부확슬럽에 돼한 합수 k는 다읍과 갈여 쩡획휠다. 

k2 pr:Eb ( _1 ‘ 1-페 
Acl ~ Es,eq ’ Ec ) 

(6.44) 

변형획 증가어l 따른 첼곤의 항북상태룹 고려하면， 콘크리트가 받는 응혁 

。I 인장장도의 철반이 훨 때(그랍 6.22의 B점)카지 영향울 주"0로 슬럽에 

상환없이 일청한 부착용혁( Tb )윷 가장한 후 앞어l셔와 통일한 과;헝올 껴치변 

다음과 갈이 B점으} 무짜원화한 웅혁과 변형률올 혈옳 수 있다. 

σc 1 
ft' 2 

(6.45) 

썼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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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J 

(6.46) 

여 71서 p/s == 와/sx (py/Sy). (ly/lx)여고 t는 요소외 두꺼t 흙， Sy는 착각 

X, Y방향 철근외 간척， -, èl고 IXI ly는 각각 x , y축과화 직각을 아루논 변획 

짚어룹 획 01 한다. 

마찌딱으로 σ == o(그펌 6.22의 C참)에 해당하는 푸차원확한 변혐률은 아 

래와 갈어 껴l산탐다. 

f ‘ t • (fvxPx COS() 펴yPνsin(}) Ec 
Es ,eq --'-_7 .. α 

s 

(6.47) 

우l와 깔이 그림 6.22획 B첩과 C점이 결정되면 용혁-변형률 관껴l식윷 완쩡 

한다. φl때 A"'B구짤과 B"'C구간힐 ;헝확한 함수판껴I논 알 수 없포므로 깐단히 

션형으로 유도학는데， 콘드쪼è1트의 면창장포는 압흡창도어I 바해 nß우 작71 

때문핵1 천체 구쪼볼확 거통해석어I 었어서 선형구칸으로외 근사화가 큰 오차 

발챙λ191-^1는 않논다. 

(2) 구속 효과 (confinement effect) 

Park홍[16]의 설혐에 따프변 촉방향으로 ~ß학훤 판드조èl트는 횡보감 철문 

에 회한 구속효파로 면해 콘표è1트의 캉표i화 협썽이 상항하 종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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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os[6]는 637ß의 다양한 기풍 시험체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6.22와 같이 구속된 콘크리트의 웅력-변형률 곡션을 제안하였다. 

σ 

o a=O.~5 .， b펴 75 

뿔 內 a=1.00 , þ=1.00 

難휩델 a=1.25 ， 

-… ‘ 
. 

ι
 

t 
-

0.25μ 

Ec Ecc 
ε 

그림 6.23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 

여기서 구속된 콘크리트의 캉도와 연성은 구속지수(confinement index J() 

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cc = K2fc 

(6.48a) 

(6.48b) 

fcc = Kfc' 

이때 fcc와 ￡는 각각 구속된 콘크리트와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를 나타내고 Ecc와 Ec는 각각 구속된 콘크리트와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캉도에 해당하는 변형률을 나타낸다. 또한 구속지수 K는 구속철근의 부 

피비 ψ와 구속철근의 항복강도 꽤 빛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와 관계되며， 아래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K= l+a(p랬r (6.49) 

여 71서 Q와 b는 그림 6.23에서 나타난 바와 갈이 구속철근이 배근된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실험상수이다. 

압축연화영역의 경우 아래의 식에 따라 결정되는 음의 기울기 μ를 갖는 

직선으로 정의되며 이 직션을 따라 압축캉도가 O.25fcc보다 작게 될 경우 

O.25fcc에 수렴하도록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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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fcc 
u== 

0.75pw팩랬J + 3 + 0.29 I fc' 1 ￥ 

핵 71서 bc는 구속훤 콘크리토 코어 (core)와 폭어고 sψ는 구속철곤회 깐척이 

(6.50) 

다. 

(3) 합축창도 감소효착 

언장-합흡상태에 있는 철근콘묘펙트 요소에 균혈이 말생하폐 되면 균혈 

초기어I는 콘크èl트의 모픈 탄면어 압홉용혁어~ :;셔향하Ã1만 균혈이 전천하핵 

균혈폭이 켜첨에 따라 합축용력에 져함하는 콘크리트와 유효단면쩍이 작아 

Ãl;케} 되는다il， 이확 갈은 현상은 압축장획 감소효과로책 모사할 수 었다. 

Vecchio 풍[21]은 철근콘크èl토 환텔에 대한 설혐올 흉해 주얀장변형률01 

압축참포획 감소 ;청도C내~ 7}장 큰 영향옳 01치는 젖으로 보고， 쭈인장변혐률 

만외 함수로 표현된 압축강도 캅소제수를 폐사하였는퍼t 이핵팍션으로훼 확 

창을 용야하꺼1 하지 우}해서 주로 여 포텔식울 사용한다， 

ß= ι1 ” K:027lEL-03야 
1 + K" - l t" 

(6. 51 ) 

어 포텔식은 아ëß의 고힘 6.24(a)와 같은 혐 Eß로 나타나고， 아블 척용한 

압홉용혁-변형률 환체는 그힘 6.24(b)에 도서하였다. 01때 압축강도가 참소 

하더라도 양:￥축강도어I 해당하는 변형률은 변화하짜 않고 월축압훔촬도쩌Iλ~의 

변형률 εc로 알쩡하제 유Ãl환다고 가쩡한다. 

1、1

1‘8 

Z 
1 +0，21(:ε，/G:，-o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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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강도 참소껴}수 b. 압홉용혁-변형률 관계 

고립 6.24 압축캉도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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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쩔 철근 빛 프è1스트퍼I스 텐돈 모텔 

1. 철근 모텔 

가. 철근의 재료성질 

철곤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mild bar)은 구조부채 내에서 인장 

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철근의 인장시험 

에 의한 응력-변형률 곡선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 6.25는 여러 가지 인장 

창도를 갖는 철곤의 웅력-변형률 곡션을 도시한 것이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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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 , … … 

엉
&
E
 ‘
@
아
‘
t

←
￠
 

없
 
鋼

“-1 200 

20 
100 

o g 100 

Strain x 103 

29 .. 000 앓i 

μ“↓“‘JO 
200 

그럼 6.25 철근의 용력-변형률 곡선 

위의 그람에서 보돗이， 일반적인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션은 다음의 세 

구칸으로 나타난다. 

• 항복 변형률( ESν)까지 초기 한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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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변형률어~^ì :;영화 변형률(εsh)짝7-1 항복 ζ효성구깐 

• /성화 변형률어I셔 극한 변혐률(Esμ) 또는 파꽤 변형률( Esj )짝찌 ;성화구칸 

。}때 항복쌍ER의 변형률 한도{소성구한획 낄。1 )논 첼근와 ~장캉포어l 확해 

확우훤다. 즉 고강도， 고한소강아변 항복상ER획 변혐률 한도71- 바표척 짧쩌I 

"Ll~1-냐는 흡정 이 있다. 

나. 철굽의 째료모텔령 

유한요소법에 획한 131션형해석을 휘해서는 용혁-변형률 곡선율 단순확λl 

킬 필요가 였다. 댈리 사용획는 단순화혜는 해석에 펄요한 쩡확도어I 따라 

녀1 가지 종류자 었다. 01때 찾 변째와 두 번째 단순화의 경우떼는 함복첨 

야， 푸 변째확 서I 번째 란순화외 ;청우애는 항복첩뿐만 아니라 변형훌 ;성화 

와 해당 응뭘， 욕한 변형률과 극한 캉도가 설험에 획해 철정되어야 한다. 

(1) 반훈확 포텔 l 

헛 벌째로 선혐 탄성구깐과 71옳7171- 0언 :효성구간으로 모헬렁하며:;성화 

구간어I서의 변형률에 따론 응력혀 종가룹 푸시하는 청우이다. (아래쩍 그럼 

6.26 참조} 쪽， 철근올 탄성 • 완천 소쩡 째료로 자정하는 경우로 ACI 설 

켜!171춘 풍에서 사용되고 있다. 낯온 항복강도툴 찾는 척탄소창은 ;성화시 변 

행풀이 항북 변형훌훌보다 훨헬 륜 값옳 나타내므로 이 만순화가 잘 쩍용훨 

수 았다. 

。l 청우는 웅력-변형률 팍션이 칸란하여 다른 철근모텔어I 비해 표E헬E상야 

판현하따는 장첩이 었다. 그러나 만약 철근의 항북φ} 발생한 후 소성구칸야 

바표척 척꺼} 나E1-나면 변형훌훌φl 플 상태에서 훨근획 웅력이 척쩨 산청뭘어 

져는 첨과 비선형해펙 λ} 접션한쩡껴l수법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까 수렴하 

쩌 앓올 수 있는 한첩올 짜지고 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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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sE 

f f y 

(2) 단순확 포헬 2 

f흘 

1\1 I 짧 
Y 

t짧햄 활 :훌 f훌훌 

c 

Cs 

二l립 6.26 탄쩡-완천 소성으로 7r청 

for E < Ey 

for Ey < E 

(6. 52a) 

(6. 52b) 

번째는 ;성화구간윷 전형으효 가;청하여 두7fl획 선형구깐j프로 한훈확하 

여 ]표텔렁하는 방법 01다. (아돼획 고힘 6.27 참조) 이 경우에늪 해석외 간 

편함옳 유Ã1하면서 ;영화 꺼통획 효과롤 어 첨또 고려하고， l:l 1선형해석 λl 

어l도 해씌 수혐성 01 항상 보장되프로 안;형적이딴셔 효율쩍씬 버선행혜점윷 

수행할 수 었다. 

fs c 

f앓헤 a =: Es 

es 

ζl힘 6.27 푸 채의 선형구칸으로 까;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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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sE for ε < Eν (6. 53a) 

(6. 53b) f J.ν + (E - Ey)Ep for Ey < E 

한환， 구초불에 버펴척 

껴I 발생한 변형률에 대하여 

변형이 발J쩡하였올 ;청우， 항북 변혐률보다 E쪼 

I걱 정확히 부패의 웅력윷 체산활 필요7r 있 

다. 특하 반휴하종올 받는 구조룹에서 구조물의 헬성 농력올 계산할 때 항 

복 변혐률보다 몇 배 콘 변형륨에서외 꺼똥윷 쪼사할 펄요가 있다. 01 경우 

변햄 거동윷 좀더 ;헝확하커} 나타댈 수 있는 단훈화가 요구된다. 

(3) 단순화 모델 3 

서l 변째는 선혐 탄성， 완천 소쩡， 선형 ;성화구칸으로 자정하여 서11 7ß외 

선행구찬3프로 한순화학는 방볍이다. (아ëll의 그림 6.28 참조) 이 모헬외 경 

우 어느 ;정.5:. 효율성 빛 ;정확성옳 7rÄl고 실;쩨I 응력-변혐률 곡선에서 나타 

나는 서I 구찬을 표현할 수 있으나， 변행률이 ;성화영쩍에서 크최1 발생활 ;경 

우 용혁을 과r:ß !청 7r하논 문;헥l첨여 발챙혈 수 았다. 

￥훌 

t앓n 쟁 양 Es 

v -ε
 

흙
 

옳S 

그됨 6.28 서I 채화 선형구판요로 가쩡 

f E s E f or E < E y (6. 54a) 

(6.54b) 

(6.54c) 

f fy + (E - Ey ) E p f or εy<E< εsh 

f fy + (E sh - E y ) Ep + (ε - Esh )Eh for Esh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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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딴순화 모웰 4 

01 모델은 설;젝l획 용력-변형률 관폐툴 보다 사실척으로 표현하71 위해 모 

텔로서 변혐;성화영역회 거통올 비선형획 Äl수함추( 사용하어 표현하고 

있다(아꽤의 :1.힘 6.29 참조) . 모텔외 장첨은 ￠댁1:-r의 핵느 모탤보다 푹부척 

언 사첨에서 훌력-변형률 거풍을 쩡확하 모사활 수 았으벼， 이 언해 트려 

스 요소 풍으로 분활시킨 분èl펀 철근 모텔획 ;;tß료모텔로서 널 è1 사용되고 

있다. ζl혀나 각 구칸혀l 대한 환껴I식， 틀혀 변형;성화영역에서외 팍선식옳 

;형의하기 위해 밸도의 현수거 도업휠어야 하는 번거로움어 있다. 

f= EsE for E < Ey 

f= 꽤 +(ε εν )Ep for‘ Ey < E < εsh 

f 좌 + (Esh - Ey)Ep F(E- Esh) for < E 

f옳 

f앓j 좋----‘-‘-------
fu 1-흘 f; 
YII 

X휴 e Y e훨h 

ta업 활 = Es 

합 
"'" 

훌;풍 

끄럽 6.29 설제 팍션과 거확 비슷하채 가점 

(5) 콘표è1토 내에 뿔혀있는 철근의 평균용력 _1형균변형률 폼첼 

(6. 55a) 

(6. 55b) 

(6. 55c) 

첼근획 용력-변형률 곡선운 다옵 럽에 점선오로 나타댄 바와 잘01 일반 

쩍으로 함성， 변형;정화(strain hardening)획 형태룹 갖는 탄소성;;tß료로 7r 
;청되Äl 만， 철곤콘크라토 꽤낼야냐 벽처l어~^i와 깥이 콘크èl트 내에 붙혀있는 

철근획 용력-변형률 관켜l는 그휠 6.30어l 설선으로 나타댄 1:3r와 같이 훈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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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I 촬큰만 있올 경우확는 다른 웅력-변형률 관계률 나타댄다. 족 콘크리 

내에 붙현 철근01 균혈 위치에서 항복하거l 되변 균열 사。}의 영혁어}서는 콘 

크~l효7r 언장력획 얄부분어1 대해 여천히 져항하고 있는 판껴1로 첼근획 용 

력 01 균열 부우l획 항북웅력보다 작쳐l 환다. 따라서 영역 t..ß외 한 점에서 협 

곤01 향복(fy )하는 젖올 71훈으로 하핵 엄의외 영역에 분포하는 철근획 모든 

첨에서 철근여 항북한다고 가쩡하는 것은 구조룹의 장성울 창t:ß펙으로 과소 

I청 7r하는 ;황 향을 보이 꺼l 훤다. 

따~r^ì 균혈 변에셔 최대01고 끓혈 사어로 잘수록 감소하며 변화하는 철 

근획 웅력분포에 대혜 분산윤혈]표헬힐 7ß녕을 쩍용하지 위해서는 평균웅혐-

평균변형률 관쩌l를 도입할 필요겨 있는폐， 이 과쩌l혜서 Belar‘bi 통[2] 이 쩌I 

한한 다옳획 두 척전 식을 사용하여 철끈획 I청균웅헥-변형훌 곡선올 정화하 

어툴 통해 철근의 항복혜 따른 구조물의 거동윷 보다 효과척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였으벼， 

-- Embedded Steel Bar 

• - • • -. Bare Steel Bar 

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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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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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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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train (mm/mm) 

ζl펌 6.30 철근획 X형균웅력-변형률 팍첼 (Belarbi 풍) 

Bn 

(6. 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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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s SEn σs:Es·εs , 



q =까 [(0.91 2B) + ( 0.02 + 0.25웹 작 E잠 
(6. 56b) 

￠셰 71잭 (Js와 ês는 착각 철곤의 평균용혁 1청균변형률을 나타내고， fy와 Ey는 

각착 순수 철끈외 항복웅력과 향복변형률 Es는 철도존의 한성쩌1수활 냐하l..-ß 

r잭， εn=êy ( O. 93-2B)와 관계식혜 의해 ;형외훤따. 특히 재릎상수 B=( ft/fy) 1. 51 

로 정획퇴는데 는 촬곤바로서 0.5%보다 커야 한다， 二l립 6.30어I서 볼 추 있 

뭇01 항복 λI 철근회 I청균응력 fn릎- 균열 변해서 철픈확 국부척 인 항복웅력 

fy보다 작아찌꺼I 되는텍t 효과 fy획 차이는 철근1:11 와 ft/fy획 함수인 변수 B 

에 의해 쩔쩡됨올 앞 ~ 있다. 

Stevens 듯포 철끈량과 철폰의 분포에 따른 환표2-1 에 관앞훤 첼픈어~ t:ß 

환 포댈을 I청균용혁 _1정균변행륨 째념올 짜용하C택 제한하고 았다. Stevens 

등에 획하면 철근획 평균용혁-명균변형률 7ß념흥로부터 도업훤 철윤포텔윷 

폰드조2-1 ，!프의 한창 껴똥 모텔과 함찍l 사용한다면 인장웅력이 균열율 따랴 천 

달되논^1에 대한 책묘를 벌도로 할 필요자 없다고 헌급하고 았다. Belarbi 

등과 마찬가지5료 Stevens 풍도 단순히 순수 철도F의 인장캉도를 캄소시키 

방볍올 사용하핵 콘크퍼트에 관입된 첼픈외 거풍윷 표현하였~t셔 다움 식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파eff 펴 Ll꽤cr‘ 

c셔 71 서， 철근콘크략토 요소어I 

Llfycr = 옳afCT = 찮fcr 

철근의 ;성 

ζ1 2-1고， 보 요소화 깔이 분2-1된 훨근으로 포텔E성 된 경우 

(6.57) 

(6.58) 

C4 
4파cr 효α:fcr = 활γ뎌 (6.59) 

썩지서 Cb는 부착효과흘 나타내는 까중차01 벼， 다=75mmol 다. 

。1Æ텔획 특정은 첼근 그룹애 협해 유발획는 콘크당l르 한창용핵으} 한껴I 

값배I 따2-t 촬근외 항북 포락선융 조절하는떼 있으며， 특쩡 균혈에셔휘 첫 

벌째 항북외 무작획 틀성， 묶 포픈 균열회 폭이 같지 않고 철곤외 밴혐훌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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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균혈학I셔 몽멸하치 않음윷 반영하기 위해 그힘 6.31에서 불 수 있돗혀 

유효 항복응혁 f‘Yeff 아래 2ßfycr、 헬어진 콧에서 셔셔히 함봄되는 특정이 었 

다. 

Stevens 등은 또한 철도츠콘크리트 요소에서 철근어 균얼하꺼l 홉포훤 분포 

관폐를 27ij획 직선으로 철근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순수첼곤회 융력-변형 

7}쩡한더l 반해{그펌 6.31 참조) 분리된 첼근 모텔펴 ;경우 4채획 션형 구칸 

올 갖는 것으로 가청하였파. 추자척으보 압축거폼으} 경우 언창 거풍과 몽일 

하쩌} 항불 장와 감소를 포함하어 보텔렁하고 었다. 

l.-ij획 철근옳 포텔 01 외어I도 I청균용력-평균변형률 채념으로부터 콘드쪼èl 

렁하기 위한 씩으로 Kato까 쩌I환한 식윷 를 수 있는떼 어 철도존모델도 앞으I 

콘표리 철근획 향복장도， 모텔파 따찬가지로 철근획 함복강도를 철픈버， 

압축강도에 따라 참소시카면서 변혐;청과 71울까 또한 철근벼， 철근과 균혈 

콘크리트으} 압축장도 및 부착 풍외 함수로 1-}e.}내어 변 사어착， 항복창도， 

조철함으로써 철근콘크리트 요소 내의 철근의 거통을 모사하고자 하였다〈그 

힘 6.32 참조) . 항북강도 및 변형;성화 71옳지확 보청식에 때한 자제한 내용 

은 참고문헌헥서 찾아볼 수 있다. 

흘용 

R s 

fy 

m
ν따
따
‘z
m
 φ혈
m써i
*
m
써~
t
x
χ
 

그힘 6.31 첼근 모텔 (Kato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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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e,hl 

~t 

쇼흉1:'1' = 혐fcr 
fp한끊::-;，..._1‘--피 

2A좌cr 환 - e 흉갚~ ， (‘ -("영)} 

f., 

- (fν -3ðfvιr) 

(a) For smeared relnförcing 

‘:s앙 ξ #.1) 1 E.h'l 

그럼 6.32 철근의 평균응력-변형률 곡선 (Stevens 풍) 

2. 벤돈 

가. 텐돈의 재료성질 

프려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텐돈(tendon)의 웅 

력-변형률 곡선은 아래의 그림 6.33과 같다. 벤돈은 일반 철근과 달러 항복 

점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복웅력은 0.8싫"'0.9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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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사용하고， 항복 변형률은 총변형률의 0.7%"1.0% 정도를 사용한다. 

텐돈은 철근과 달러 미러 긴장력 (prestressing force)을 받제 되는데， 텐 

돈에 작용하는 긴장력은 모두 텐돈으로 전달되지 않고 약간 손실된다. 손실 

은 발생시참에 따라 단기간 손실(short-term 10ss)과 장기간 손실 

(long-term 10ss)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칸 손실은 탠돈에 긴장력을 가할 때 발생하는데， 콘크리트의 탄성수 

축(e1astic shortening) t 탠돈과 콘크리트 사이외 마찰( friction ), 정착부 

의 밀림 (anchorage slip)이 주 원인이다[12]. 탠돈에 긴장력을 가할 때 반 

작용에 의해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게 되므로 콘크리트는 반성수축하게 된 

다. 콘크리트의 탄성수축량만큼 긴장력은 손실된다. 탄성수축에 의한 손실 

L1fel은 아래와 같이 체산된다. 

a 

300 

280 

260 

200 

180 

，:lo( 용양 
a 
앓 140 
ν강 

120 

100 

휩a 

헛g 

40 

20 

Grad앙 270 
Grade 250 stran<.l 

앙，000 

1,800 

1,600 

1.400 

1,200 앓 
쫓 

1,000 혔 

‘η ‘ 

앉00 

600 

400 

200 

OL........J ’ ’ 10 o 5 1015 강o 25 30 35, ~ 

Strain X 103 

8 p ::::: 29,000 ksi - ’200 kN/mm2 for wires 
Ep "l:: 27,000 ksi = 186 kN /mm7 f()r stran상 
Ep ~ 27，(}(폈 ksi - 186 kNJmm깅 for bars 

그림 6.33 텐돈의 웅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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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el tcE p == 활Ep = ηhs (6.60) 

여기셔 Ep와 는 각각 탠폰과 콘크리트획 탄성켜l수이고 n은 탄생체수 1:31, 

그리고 tr.는 폰크èl르회 한성수축향 1cs는 텔돈우l쳐에셔 폼크리트휘 압훔용 

력이다. 보통획 ;성추 천장력옳 한번에 포두 7]-하Ãl 않고 단체별로 가하기 

때분에， 이전단계어I서 발쟁한 탄성수홉량옳 고려하찌 않고 파꿇단체에 친장 

력올 가한다면， 켠장혁이 쳐l획했떤 첫보파 척꺼l 가해지는 첫01탑. 

긴장력을 단체별로 모우 다 까환 후 쩡착흘 시킬 때， 헨폰협 지지참올 경1 

장력올 7]-하는 71 껴l어I셔 정착부로 쐐기틀 야용하껴 학동시키페 훤다. olu껴 

쐐기 7]- 쩡착부 한쪽」프로 벌립 (slip)으로써 탠폰획 긴장룰츄어 약칸 흔살휩다. 

아혜획 식으로 손실( t:1faπc )올 계산활 수 있다. 이때 L1 l온 필립양이고， l은 

멘폰으} 킬아 01 다. 

Ll l 
ι1faηc = -r-Ep (6.61) 

O]-Ãl 막오로 0]-촬어1 외한 켠장혁외 손실이 있다규2E.물에서 탠폰은 덕 

(duct) 안혜 쩔~l획어 찬장력올 받책 훤파. 걷I창혁옳 가할 때 찍 E와 탠폰 

사01헥 발생한 마찰력은 친장핵와 손실이 된다. o}찰어} 의한 손실은 표쩌I 

푸 가찌로 냐뉘논떼， 긴장력올 받71 천짜지 덕뜨 l..-ß 텐돈의 위치가 고정되 

지 않아 킬창혁올 밭옳 때 발까팡하는 불딴청 마찰력 (wobble fr‘ iction)과 효 

과적연 뺀돈 배치를 위해 팍선형으로 펀 벤돈야 낀장력올 밭옳 때 발챙하는 

옳폭 마찰웹 (curvature friction)이 있다. 마촬에 의한 손실온 다홈획 석에 

따해 켜l산할 수 었다. 

4파l' == fp (1 - e (kl+ μα)) (6.62) 

학켜서 효는 핸폰이 뱉는 견장웅혁이고 k는 불한;헝따촬혜수(wobble 

coefficient)ol고， μ듬 불팍0]-촬껴l수(curvature coefficient)여다. 뜰히 퓨 

한상Eß어l셔는 탠폰휘 슬립이 표쩌l 밥쩡하표로 마찰에 의한 켠창혁획 손실에 

때한 고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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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71칸 손실은 콘표~1트와 벤폰의 Ãfl료 특성에 와해 발쩡한다. 콘크퍼트 

가 견장력에 확해 압축을 체속 받꺼I 되면 탄성변혐에 Bl 례하여 표èl 프프 

(creep)까 밸쟁하껴l 된다. 크리프에 휘한 손설은 간단히 크려프 폐수( Cu )를 

포입하여 다음과 같여 고려할 수 있다. 

t1 fcr = CuEcEp C.μt1 fel (6.63) 

또한 콘표èl트는 타설 후 λl 간여 지남에 따라 건조수훔(shrinkage)야 발챙 

하므로 시찬에 따륜 건초수축변형률( Esh )을 고려하핵 손실윷 켜l산한다 . 

.t1fsh = EshE s (6.64) 

ζ1~1고 렐폰확 Ãfl료 훌훌성언 훨펙셰어션(relaxation)에 획해 진창혁이 손실 

된다. 여 손설온 c}음획 져I안식어l 획해 쳐1산된다. 

4파el = fpì쩔호{훨L - 0.551 (6.65) 
‘) \ "py J 

여 71셔 싫는 초71 찬장용력 (ini tial prestress) , fpν는 유효항복융혁 

(effective yield stress)이고 t논 간창력여 자해천 시간어다. 

냐. 탠톤획 ;cfl료포텔렁 

탠폰은 철근과 털è1 용혁-변형률 팍선야 구깐별로 나누어지7-1 않고， 곡선 

형 Efl획 부드려운 형태01다. 여런 형태획 곡선은 주요첨울 지푼오로 구칸벌 

첼형 (piecewise linear)~프로 모헬령하는 렷이 바람척하다. 01때 버려l탄성한 

껴~(proportional elastic limit) , 항복점 (yield point) , 따펴참( failure 

point) 동 채료회 특성을 나타내는 첨을 구칸올 나누는 푸요점핵I 포함시켜 

야 한다. 

텔폰외 원창력은 우}에셔 설명한 손설휘 영향올 고려하썩 요소어I 적첩 입 

력해야 한다;;헝착부획 밀럽， 마찰， 판J성수축례 의한 손실은 우조불 내에서 

요소혈 우l치에 따화 변학므로 착 부분에서 초71 긴창혁에서 손설올 뺀 유효 

깐장혁옳 u1 è1 껴I산해야 하며， 드조è1프， 천조수촉， 렬펙서~01션에 획한 좀실 

은 요소의 위치 뿐만 아'-1 è} 천창력이 자해전 λI 갇에 따라 변하므로 해석샤 

점포 고려하얘 유효 깐창력옳 겨I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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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 장 결 

CANDU형 원자효 격답꾸조물의 극한 내압농력 I챙자기술올 째발하기 위 

한 I차년도획 혐구7ß발철과롤 요약하변 따음과 겉다. 

• PWR형 UPC 펑가요천 7ß션올 워하여 탠톤획 해석모텔， 철끈콘크려료 

격 1갑건물획 장-^ß라01너 모텔령， 축t:ß;침해썩모텔에셔 텐폰획 포형화 

방안 풍올 분석하였다. 탠폰의 해석포텔효는 Reinforcement를 사용 

하며， 텐폰과 혼크리트 사여씩 마찰효파는 첩합요소룹 사용하썩 고 

려합 수 있다. 캉-^ß~r이너외 포텔렁에는 강째명환요소를 사용하빡， 

환표~l t..ß부화외 연결부분혼 첩합요소률 사용하꺼 1-r 앵커는 스프 

럼으로 나타내고 ~r이낙절점과 콘크~l프촬참올 혈껴lλl려 표E텔렁한 

다. 홉대창표E텔에서 톰획 ~+오선 방향으로 강쩨량힐 변화틀 나타댈 

수 있는 해석모텔을 사용함이 Er당하다. 

C때DU형 쩍답천불은 활 형장φI 부분구형이고， ~r이너논 C써폭λ1 ~r이 

닝시스템이 사용훤다는 특정 회혜 부분한-^l 첩합， 71초솔èß브의 

퍼스르퍼I스， 슬라어 t집 밤1브려I인총외 도입깎 

-^l고 있다. 

우￡ξ척 특성옳 7r 

극한내합놓혁 평가 사펴l 및 i협 7r방볍 분석옳 우}하여 혈본과 떠푹어 

공통j효로 수행한 프퍼스트러l스 콘크리트 격납천물획 극한41압설험과 

해석내용에 대하핵 검토하였다. 컵로결과를 토대로 격납컨물 극한l.，ß 

압농확 분석책껴l 수립울 위한 기초짜릎7r 구혹획였다. 

CANDU행 쩍 1냥천불의 유한요소 해석포펠로 훔대창 해석모렐파 3차원 

해챔모헬학l 대한 비교분점이 수행화렸요벼;;;:격 I많천불의 -^ß료-비선행 

헥접포텔로 콘크리트 해석모탤과 철근 및 프퍼스트례스 렌폰 Æ헬어i 

t:ß한 흡석어 수햄되었다. 분썩과청에서 범용 구쪼해석S/W획 쩍용J성 

과 활용성악 찰이 고려되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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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U-type reactor containment for interna1 pressure wil1 be suggested in this study. 

S뼈ect Ke쩌뼈 ’ 
containment building, CANDU-type NPP, ultìmate intema1 pressure capacity, prestressed tendon, finite 
element modelling, steel 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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